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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울산 지역 중학생의 비만율 변화와 대사증후군 발생위험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학
교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보건복지협
회 울산지회’에서 실시한 울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한 건강검진에 참여한 58,298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
다.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의 비만율의 변화는 조사 대상 전체와 여학생에 있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줄고 
있다가 2011년 다시 증가하였다. 남학생은 2008년에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2010년에 가장 낮았다. 모든 연도에서 남
학생에서 여학생보다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혈압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 만으
로서의 판정에서 전체 학생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0.58%였으며 저체중군은 0%, 정상군은 0.01%, 과체중군은 
0.31%, 비만군에서는 4.53%로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 중 대사증후
군 진단항목별 유병률은 고중성지방혈증이 36.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HDL 6.47%, 복부비만 3.72%, 고혈당 
0.47%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군의 경우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모두에 있어 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본 연구에서 나타난 2007년부터의 비만율의 감소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
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1년의 비만도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fundamental materials for improving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nge in obesity rate and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We analyzed the routine health check-up data in 
58,298 2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which conducted by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from 2007 to 2011. The overall and girls obesity rates gradually decreased throughout the first four 
years but increased again in 2011. The boys obesity rates were highest in 2008 and lowest in 2010. 
Throughout the research years, the incidence rates of over-weight and obes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compared to girls(P<0.05). Prevalence rates of the metabolic syndrome, assessed with the 
modified Cook criteria except high blood pressure, were 0.58%, 0%, 0.01%, 0.31% and 4.53%, respectively in 
total, low, normal, over-weight, and obese groups. It indicates that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s 
increasing and directly related to the obesity rate among adolescents. Hypertriglyceridemia was the most 
common component (36.58%) of the metabolic syndrome among the middles school students followed by low 
HDL cholesterol (6.47%), abdominal obesity (3.72%), and high blood sugar (0.47%). Prevalence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bese group compared to other groups. 
In this study we observed the decrease in obesity rates between 2007 and 2010, and developing obesity 
prevention programs is essential in order to maintain the trend. Additional study should be necessary to find 
the cause of increase of obesity rate in 2011 and so to create more effective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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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만은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 질병으
로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소
아청소년의 비만은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사 및 심혈관계 이상과 관련이 있고, 성인
기 비만 등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이나 사망과
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1]. 

미국의 경우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1997~1980년 5.5%, 
1999~2000년 13.9%, 2003~2004년 1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뿐 유럽[3], 아시아[4, 5]등에서도 비슷한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영신 등이 2004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생에서 남아의 비만율은 1979년 
1.7%에서 2002년 17.9%까지 약 20여 년간 10배 이상 증
가하였고, 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1979년 2.4%에서 2002
년 10.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6]. ‘2007년 한국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7]를 기준으로 한 비만율은 2005
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아청소년 계측 자료에 의하
면 남자 11.3%, 여자 8.0%로 1997년과 비교하면 비만은 
1.7배, 과체중 및 비만은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중학생
의 경우 남학생은 18.5%, 여학생은 10.7%로 소아기와 초
등학교 연령대보다 비만 유병률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8].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청소년의 비만율이 전체
적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지만 그 이후의 비만율에 
대한 통계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청소년 비만율에  대
한 보고는 2011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보고
서’[9]가 있다. 이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
년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의 변화는 2005년
도 8.2%에서 2011년도 8.6%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생만의 비만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7.4%였던 비율이 2011년도에는 6.6%로 오히
려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
에서 울산지역의 중고생 비만율 변화를 보면 2006년도에 
9.6%로 가장 높았고 2008년도 7.6%로 최저수준으로 떨
어졌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7.7%, 8.1%, 8.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만은 유전적 원인, 에너지 섭취 및 소비의 불균형, 
운동 부족, 호르몬 이상과 대사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10]. 소아 비만은 성인 비
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고 고지혈증,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지방간, 관상동맥질환, 담석, 수면 무호흡, 다낭

성 난포 등의 합병증과 열등감, 우울, 부정적인 신체상 같
은 심리적 장애 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11, 12] 특히, Gunnell 등[13]과 Must 등
[14]은 성인기의 체중과 상관없이 소아청소년기의 비만
은 성인기의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개별적 질병
으로 인식하여 치료하여 왔으나 이런 개별적 질병으로 
진단되기 이전인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전단계, 고지혈
증 경계치 등도 비만과 연계되어지면 생활습관병의 위험
성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최근에는 대사
증후군으로 연관 지어 설명되고 있다. 청소년의 대사증후
군은 성인이 되었을 때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기여요인이며,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동맥
경화성 질환으로 이행되는 직접적인 고리 역할을 하므로 
비만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제2형 
당뇨 유병률도 크게 증가한다[15].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성인 중 약 1/4 ~ 1/3이 대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소아나 청
소년에 있어서도 비만아가 증가하는데 따라 대사증후군
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 청소년의 약 10%, 비만 청소년
의 약 30 ~ 50%가 대사증후군을 나타내고 있는데[16, 
17]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18]. 
대사증후군은 이미 소아청소년기에서 시작되어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어 대사증후군을 빨리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
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19]을 개정하였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20]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건강증진대
책’[21]등을 수립하여 청소년 비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와 교육청
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
보건사업에 영양과 운동 영역을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19, 21].

울산광역시에서도 비만을 비롯한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자체 예산을 배정하여 ‘인
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를 통한 울산지역 중학교 2학
년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결과
는 해당 학생과 학교에 통보하여 건강 문제점을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이런 건강
검진 자료들이 통계처리를 통하여 정밀하게 분석되지 않
아 국가나 보건소 그리고 교육당국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학생의 비만율 변화 및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요소와의 상관관계 

5273

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보완점을 찾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
는 건강검진 자료들이 학교보건 정책에 환류 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보건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분석에 필요한 항목들이 검진항목에 
포함되고 자료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정도관리가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2007년도
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검진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중학생의 비만율의 변화를 파악하고, 울산지역 
중학생의 비만도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아동기의 대사증후군 발병
의 인식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습
관병을 예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사업
들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에 필요한 보
건지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지표를 산출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 동안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의 비만율의 변화를 알아본다.
둘째,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별 

및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율을 알아본다.
셋째,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지표를 생산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연구의 제한점을 통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2007년부터 2011년간 5년 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 울
산지회’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관내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성,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
수, 혈당(fasting blood sugar, FBS),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
백질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이다. 

2.2 연구방법

2.2.1 신체계측 및 비만도 산출

신장과 체중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발을 벗고 측정한 
값이고 허리둘레는 마지막 갈비뼈에서 엉덩이뼈 가장 윗
부분의 중간부위에서의 측정값이다.

비만도의 산출은 대한소아과학회의 한국 소아 및 청소
년 신체 발육 표준치[7]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체
질량지수가 95 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성인의 비만 기준인 
25kg/m2 이상인 경우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군’으
로,  85～95 백분위수인 경우를 ‘과체중군’으로, 5 백분위
수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상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
였다. 

2.2.2 대사증후군의 정의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성인의 기준을 소아
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Cook 등[22], de 
Ferranti[23], Cruz 등[24], Ford 등[25]과 2007년에 발표된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26] 기준 등 다양
하게 발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cook의 진단기준치[22]를 준용하
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즉 복부비만은 허리둘레가 90 
백분위수 이상, 중성지방 11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이하, 혈당은 110 이상으로 정하였고, 혈압은 90 백분위
수 이상으로 정의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측정된 자료가 없
어 제외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14-15세 허리둘레의 90 
백분위수는 남자가 89.5cm, 여자는 78.5cm로 나타나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2.2.3 혈액검사

혈액 채취는 검사 전날부터 12시간 이상 공복상태에
서 이루어졌으며, 채취된 검체는 –20 〫C 에서 보관 후 측
정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GOT , GPT 값을 분석하였다. 

2.2.4 통계

자료의 통계학적 처리는 SPSS 19.0 (IBM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두 그룹 간의 평균치 비교에는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년도별 차이 등 세 그룹 이상의 평균치 비교에
는 분산분석(ANOVA test)을 사용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
다. 그룹간의 비만율 비교 등 빈도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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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test를 사용하였고, 변수별 상관관계분석은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각 통계 결과에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들의 구성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 울산광
역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연
도별로 2007년은 9,865명에서 2011년 13,118명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조사 학교 숫자도 전체 대상학교의 
47.5%(2008년)에서 75.4%(2011년)까지로 2008년을 기점
으로 매년 증가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연도별, 성별 분포
[Table 1] Numbers of study subjects and schools by year 

and gender

남학생 여학생 계 조사/대상학교수
2007 5248 4617 9,865 32/61

2008 5547 4663 10,210 29/61

2009 6890 5205 12,095 42/61

2010 6992 6018 13,010 43/61

2011 6939 6179 13,118 46/61

Total 31,616 26,682 58,298 192

3.2 연구대상자들의 연도별, 성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변화

신체 계측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신장의 평균은 연도별로 2008년이 163.72 cm로 가장 낮
았고 2011년이 164.84 cm로 가장 높아 2008년을 기점으
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학생도 
2008년에 158.04 cm로 가장 낮았고, 2011년에 158.55 cm
로 가장 높아 2008년을 기점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

체중의 경우는 남학생이 2010년도에 56.93 kg으로 가
장 낮았고, 2011년도에 57.75 kg으로 가장 높았으나 연도
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여학생은 2007년
도에 52.61 kg으로 가장 높았고, 2010년도에 51.04 kg으
로 가장 낮았으나 역시 연도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는 않았다.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에서 2008년이 21.35 kg/m2로 가
장 높았고, 2010년도에 20.93 kg/m2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학생에서 2007년이 20.92±3.21 kg/m2로 가장 높았고 

2010년이 20.32 kg/m2로 가장 낮았으나 남여모두 연도별
로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표 2] 연도별 성별,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Table 2] Means of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by year and gender 

                                (Mean ± SD)

연도 성별 신장#

(cm)

체중#

(kg)

체질량지수#

(kg/m
2)

2007

남학생 163.82

±7.47

57.58

±12.05
21.34±3.67

여학생 158.43

±5.22

52.61

±9.10
20.92±3.21

2008

남학생 163.72

±7.43

57.50

±12.28
21.35±3.77

여학생 158.04

±5.26

51.46

±8.91
20.57±3.16

2009

남학생 164.48

±7.27

57.26

±11.77
21.06±3.56

여학생 158.29

±5.25

51.61

±8.59
20.56±3.03

2010

남학생 164.51

±7.35

56.93

±12.03
20.93±3.65

여학생 158.35

±5.15

51.04

±8.40
20.32±2.95

2011

남학생 164.84

±7.38

57.75

±11.83
21.16±3.59

여학생 158.55

±5.26

52.18

±8.57
20.72±2.97

계
남학생 164.32

±7.39

57.39

±11.98
21.15±3.65

여학생 158.34

±5.23

51.76

±8.71
20.61±3.06

 #: P>0.05(anova, 년도별 비교)

                                

3.3 연구대상자들의 연도별, 성별, 구별 비만

도의 분포

연도별, 성별, 구별 비만도의 분포[표 3, 그림 1]를 살
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비만율은 2008년에 17.2%로 가장 
높았고,  2010년 14.4%로 가장 낮았으나 연도별로 일정
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여학생은 2007년에 10.6%로 
가장 높았고 2010년도에는 6.6%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도에는 8.4%로 다시 증가하였다. 각 구별로는 일정한 경
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도심지역인 중구, 남구, 동
구가 높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북구와 울주군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군과 과체중군, 
정상군군, 저체중군의 유병률은 연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모든 연도에서 남녀 간에 비만
과 과체중 유병률은 남학생에서 여학생보다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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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비만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성별 N % N % N % N % N % N %

2

0

0

7

과체중*
남 26 2.9 78 3.7 34 3.0 11 2.1 26 4.2 175 3.3

여 53 8.5 204 9.1 99 10.7 44 11.3 35 7.9 435 9.4

비만*
남 171 19.3 345 16.3 214 19.1 71 13.9 87 14.1 888 16.9

여 66 10.5 233 10.4 97 10.5 37 9.5 57 12.9 490 10.6

저체중 남 36 4.1 74 3.5 33 2.9 18 3.5 21 3.4 182 3.5

여 23 3.7 89 4.0 33 3.6 8 2.1 10 2.3 163 3.5

정상 남 651 73.6 1615 76.5 842 75.0 412 80.5 483 78.3 4003 76.3

여 485 77.4 1706 76.4 698 75.3 299 77.1 341 77.0 3529 76.4

계
계 1511 100 4344 100 2050 100 900 100 1060 100 9865 100

남 884 100 2112 100. 1123 100 512 100 617 100 5248 100

여 627 100 2232 100 927 100 388 100 443 100 4617 100

2

0

0

8

과체중*
남 42 3.1 41 2.9 26 3.6 28 2.5 25 2.7 162 2.9

여 85 9.3 118 8.2 45 7.7 84 8.7 65 8.6 397 8.5

비만*
남 249 18.1 228 16.4 129 17.9 192 16.9 155 16.8 953 17.2

여 80 8.8 107 7.4 55 9.4 101 10.4 65 8.6 408 8.7

저체중 남 43 3.1 64 4.6 23 3.2 36 3.2 50 5.4 216 3.9

여 56 6.1 62 4.3 29 4.9 40 4.1 44 5.8 231 5.0

정상 남 1042 75.7 1059 76.1 540 75.1 882 77.5 692 75.1 4215 76.0

여 691 75.8 1151 80.0 458 78.0 746 76.8 581 77.0 3627 77.8

계
계 2288 100 2830 100 1306 100 2109 100 1677 100 10210 100

남 1376 100 1392 100 719 100 1138 100 922 100 5547 100

여 912 100 1438 100 587 100 971 100 755 100 4663 100

2

0

0

9

과체중*
남 33 3.1 70 3.2 27 3.3 44 3.1 35 2.5 209 3.0

여 77 8.1 119 7.7 52 8.3 79 6.9 77 8.1 404 7.8

비만*
남 188 17.4 318 14.5 117 14.4 177 12.6 206 14.7 1006 14.6

여 78 8.2 112 7.3 64 10.2 94 8.2 89 9.4 437 8.4

저체중 남 52 4.8 66 3.0 32 4.0 65 4.6 59 4.2 274 4.0

여 28 3.0 47 3.1 19 3.0 56 4.9 49 5.2 199 3.8

정상 남 805 74.7 1735 79.3 634 78.3 1123 79.7 1104 78.6 5401 78.4

여 766 80.7 1258 81.9 490 78.4 920 80.1 731 77.3 4165 80.0

계
계 2027 100 3725 100 1435 100 2558 100 2350 100 12095 100

남 1078 100 2189 100 810 100 1409 100 1404 100 6890 100

여 949 100 1536 100 625 100 1149 100 946 100 5205 100

2

0

1

0

과체중*
남 43 2.9 2.9 2.9 23 2.3 40 2.9 54 5.2 221 3.2

여 82 8.5 155 7.2 81 9.1 93 8.2 68 7.9 479 8.0

비만*
남 223 14.9 283 13.5 174 17.4 197 14.4 127 12.3 1004 14.4

여 64 6.7 127 5.9 71 8.0 83 7.3 50 5.8 395 6.6

저체중 남 65 4.3 168 8.0 44 4.4 43 3.2 61 5.9 381 5.4

여 41 4.3 144 6.7 29 3.2 43 3.8 54 6.3 311 5.2

정상 남 1170 77.9 75.6 75.6 757 75.9 1085 79.5 790 76.6 5386 77.0

여 775 80.6 1735 80.3 712 79.7 920 80.8 691 80.1 4833 80.3

계
계 2463 100 2261 100 1891 100 2504 100 1895 100 13010 100

남 1501 100 100 100 998 100 1365 100 1032 100 6992 100

여 962 100 2161 100 893 100 1139 100 863 100 6018 100

2

0

1

1

과체중*
남 46 3.8 85 3.3 29 2.9 31 2.8 32 3.2 223 3.2

여 130 8.6 161 8.2 63 9.0 76 7.4 100 10.3 530 8.6

비만*
남 179 14.7 426 16.3 163 16.3 182 16.4 123 12.2 1073 15.5

여 157 10.4 148 7.5 77 11.0 73 7.1 64 6.6 519 8.4

저체중 남 46 3.8 101 3.9 25 2.5 39 3.5 20 2.0 231 3.3

여 35 2.3 43 2.2 29 4.1 30 2.9 23 2.4 160 2.6

정상 남 944 77.7 1994 76.5 786 78.4 855 77.2 833 82.6 5412 78.0

여 1187 78.7 1610 82.1 532 75.9 854 82.7 787 80.8 4970 80.4

계
계 2724 100 4568 100 1704 100 2140 100 1982 100 13118 100

남 1215 100 2606 100 1003 100 1107 100 1008 100 6939 100

여 1509 100 1962 100 701 100 1033 100 974 100 6179 100

*;P<005(χ2 test, 해당년도의 남학생과 비교)

[표 3] 연도별, 구별 비만도 분포(남/ 여)\

[Table 3] Obesity rates of study subjects by year and district                                (Unit: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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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허리둘레* FBS* TC# TG# HDL-C# LDL-C# GOT* GPT*

2007

남학생 69.03±9.53
85.60

±9.36

144.77

±24.01

99.59

±53.28

58.96

±15.84

65.51

±21.03

28.95

±15.12

29.31

±14.59

여학생 63.72±6.79
82.25

±8.45

157.91

±25.01

110.63

±53.48

63.73

±16.77

71.65

±22.50

23.77

±5.29

24.29

±6.88

2008

남학생 70.03±9.32
85.26

±10.47

152.7

±23.70

96.398

±49.11

56.50

±11.08

76.59

±21.49

27.22

±16.40

20.28

±21.4

여학생 64.17±6.63
83.01

±7.839

164.59

±25.02

100.90

±44.93

60.60

±12.21

83.42

±22.1

23.04

±6.23

15.11

±9.31

2009

남학생 69.77±9.60
82.33

±9.721

152.3

±25.84

101.05

±58.93

57.63

±13.96

74.06

±22.49

26.96

±21.31

18.02

±17.9

여학생 64.58±6.52
80.61

±10.61

164.24

±27.16

106.31

±53.35

61.79

±15.55

80.78

±24.8

22.39

±13.3

13.38

±16.7

2010

남학생 69.65±9.40
82.06

±8.676

156.7

±28.03

108.87

±42.44

52.58

±9.287

82.03

±26.25

19.01

±8.045

13.61

±11.6

여학생 64.04±6.20
81.11

±8.667

164.73

±32.22

110.62

±39.49

55.20

±9.865

87.01

±30.3

17.14

±6.63

11.32

±6.50

2011

남학생 68.88±9.86
89.55

±8.584

160.9

±27.15

102.18

±44.49

55.06

±10.36

85.09

±23.05

21.39

±7.961

15.20

±14.5

여학생 63.42±6.69
88.44

±8.168

172.18

±26.85

102.86

±34.27

57.93

±10.12

93.29

±23.4

18.12

±9.98

11.47

±7.79

계
남학생 69.47±9.56

84.91

±9.761

154.0

±26.51

101.97

±50.01

55.97

±12.37

77.27

±24.03

24.36

±15.06

18.70

±17.0

여학생 63.97±6.57
83.24

±9.289

165.15

±27.99

106.28

±45.18

59.54

±13.29

83.96

±26.0

20.57

±9.31

14.66

±11.0

*: P<0.05(독립 t 검정, 남학생>여학생), #: P<0.05(독립 t 검정, 여학생>남학생)

[표 4] 연도별 성별, 허리둘레 및 공복혈당, 혈중지질, 간기능 검사 결과
[Table 4] Waist circumference, fasting blood sugar, serum lipids, and liver function indexes of study subjects by year 

and gender                                                                     (Mean ± SD)

[그림 1] 연도별 비만도 분포
[Fig. 1] Obesity rates of study subjects by year   

3.4 연도별 성별, 허리둘레 및 공복혈당, 혈중

지질, 간기능 검사 결과

연도별 성별로 허리둘레 및 공복혈당, 혈중지질, 간기
능 검사 결과를 알아보았다[표 4]. 

허리둘레와 공복혈당, GOT, GPT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콜레스테
롤과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경
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연도별로는 남녀모두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3.5 비만도와 혈당, 혈중 지질 및 간기능 수치 

간의 상관관계

비만도와 혈당, 혈중 지질 및 간기능 수치 간의 상관관
계는 [표 5]에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GOT, GPT가 비만도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HDL 콜레스테롤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GPT가 체질
량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HDL 콜레스테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남녀 모두에 있어 총콜레스테롤보다는 중성지
방이,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HDL 콜레스테롤이,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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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성별
(Number)

진 단 항 목
중성지방 HDL-C 혈당 복부비만

2007
남학생(N=5248) 1563(29.78%) 517(9.85%) 47(0.90%) 176(3.35%)

여학생(N=4617) 1823(39.48%) 248(5.37%) 15(0.32%) 161(3.49%)

2008
남학생(N=5547) 1482(26.72%) 299(5.39%) 42(0.76%) 224(4.04%)

여학생(N=4663) 1406(30.15%) 147(3.15%) 8(0.17%) 168(3.6%)

2009
남학생(N=6890) 2129(30.9%) 520(7.55%) 38(0.55%) 306(4.44%)

여학생(N=5205) 1875(36.02%) 277(5.32%) 11(0.21%) 170(3.27%)

2010
남학생(N=6992) 3219(46.04%) 715(10.23%) 24(0.34%) 303(4.33%)

여학생(N=6018) 2907(48.31%) 353(5.87%) 20(0.33%) 163(2.71%)

2011
남학생(N=6939) 2548(36.72%) 496(7.15%) 49(0.71%) 293(4.22%)

여학생(N=6179) 2373(38.4%) 199(3.22%) 21(0.34%) 204(3.3%)

Total
남학생(N=31616) 10941(34.61%) 2547(8.06%) 200(0.63%) 1302(4.12%)

여학생(N=26682) 10384(38.92%) 1224(4.59%) 75(0.28%) 866(3.25%)

[표 6] 연도별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별 유병율                               
[Table 6] Prevalence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by year and gender

                                                                                 (Unit : Number, %)

연도 성별 FBS TC TG HDL-C LDL-C GOT GPT

2007
남학생 0.034 0.195** 0.334** -0.311** 0.287**   0.097** 0.305**

여학생 0.092 0.103** 0.140** -0.260** 0.242** -0.017 0.219**

2008
남학생 0.057 0.198** 0.304** -0.308** 0.238**   0.084** 0.304**

여학생 -0.015 0.079** 0.150** -0.237** 0.159** -0.014 0.199**

2009
남학생   0.044** 0.192** 0.350** -0.297** 0.222**   0.075** 0.334**

여학생 0.005 0.072** 0.131** -0.227** 0.165** -0.006 0.098**

2010
남학생   0.069** 0.101** 0.197** -0.240** 0.129**   0.116** 0.270**

여학생 0.009 0.052** 0.077** -0.170** 0.091** -0.003 0.145**

2011
남학생   0.056** 0.185** 0.317** -0.302** 0.231**   0.157** 0.347**

여학생 -0.022 0.085** 0.146** -0.254** 0.164** -0.014 0.186**

계 남학생   0.060** 0.162** 0.296** -0.277** 0.198**   0.095** 0.303**

여학생 0.016* 0.072** 0.126** -0.210** 0.141** 0.002 0.151**

*: P<0.05, **: P<0.01

[표 5] 비만도와 혈당, 혈중지질, 간기능과의 연도별 상관관계 계수  
[Table 5]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obesity index, fasting blood sugar, serum lipids, and liver function 

indexes of study subjects by year and gender                   (Unit : Pearson's corelation coefficient)

보다는 GPT가 비만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러나 연도별로는 남녀모두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3.6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

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율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의 대사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률을 보면 남녀 학생 모두에서 고중성지방이 각각 
34.61%와 38.9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
고 있었으며, 다음이 저 HDL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고

혈당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모든 항목에 있어서 연도별 
유병률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3.7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별 유병률

[표 7]은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별 유병률을 나타낸다.

남녀 학생 모두 비만군의 경우는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 고중성지방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복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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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Number 성별 위 험 인 자
없음 1개 2개 3개 4개

저체중 1284 남학생 906(70.56%) 357(27.80%) 21(1.64%) 0(0%) 0(0%)

1064 여학생 658(61.84%) 391(36.75%) 15(1.41%) 0(0%) 0(0%)

정  상 24417 남학생 16346(66.95%) 7241(29.66%) 826(3.38%) 4(0.02%) 0(0%)

21124 여학생 13046(61.76%) 7570(35.84%) 508(2.40%) 0(0%) 0(0%)

과체중 990 남학생 440(44.44%) 466(47.07%) 81(8.18%) 3(0.30%) 0(0%)

2245 여학생 1116(49.71%) 956(42.58%) 166(7.39%) 7(0.31%) 0(0%)

비  만 4924 남학생 1474(29.94%) 2095(42.55%) 1122(22.79%) 224(4.55%) 9(0.18%)

2249 여학생 697(30.99%) 964(42.86%) 496(22.05%) 91(4.05%) 1(0.04%)

*;P<0.05(χ2 test, 비만도에 따른 항목별 빈도 비교)

[표 8]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률 
[Table 8] Prevalence of the combinations of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 relation to obesity           

(Unit : Number, %)

비만도 Number 성별 진 단 항 목
복부비만* 중성지방* HDL-C* 혈당*

저체중 1284 남학생 0(0%) 347(27.02%) 43(3.35%) 9(0.70%)

1064 여학생 0(0%) 392(36.84%) 28(2.63%) 1(0.09%)

정  상 24417 남학생 13(0.05%) 7248(29.68%) 1527(6.25%) 117(0.48%)

21124 여학생 18(0.09%) 7754(36.71%) 765(3.62%) 49(0.23%)

과체중 990 남학생 11(1.11%) 499(50.40%) 119(12.02%) 8(0.81%)

2245 여학생 63(2.81%) 1055(46.99%) 183(8.15%) 8(0.36%)

비  만 4924 남학생 1278(25.95%) 2846(57.80%) 857(17.40%) 66(1.34%)

2249 여학생 785(34.90%) 1183(52.60%) 248(11.03%) 17(0.76%)

*;P<0.05(χ2
 test, 비만도에 따른 항목별 빈도 비교)

[표 7]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률
[Table 7] Prevalence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 relation to obesity 

                                                                                      (Unit : Number, %)

만, 저 HDL 콜레스테롤, 고혈당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군에 비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
을 보이고 있었다(P<0.05, χ2 test).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종류별 유병률이 가장 높은 항목
은 고중성지방으로 비만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에서 같
았다. 하지만 비만 청소년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높은 항
목이 복부비만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과 다른 순서를 
보였다. 복부비만은 저체중군에서는 한 명도 없고 정상체
중군에서는 0.07%밖에 되지 않았으나 과체중군에서는 
2.29%, 비만군에서는 28.7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학생이 정상체중군에서 0.05%, 
과체중군에서 1.11%, 비만군에서는 25.95%였으나 여학
생에 있어서는 정상체중군 0.09%, 과체중군 2.81%, 비만
군 34.9%로 여학생에 있어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
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혈당 모두 정상체중군에서 과
체중군, 비만군으로 변함에 따라 그 유병률이 일정하게 

높아졌으나 복부비만처럼 그 증가의 폭이 크지는 않았다.

3.8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 개수별 유병률

[표 8]는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률을 알아보았다.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률은 남녀 학생 모두
에서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저체중군이나 정상군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χ2 test).

4. 고찰

비만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발전, 식생활의 서구화, 기
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자동화로 인한 에너지 섭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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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30여
년간 구미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소아와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
만 2011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보고서’[9]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중, 고등학생의 
비만율의 변화는 2005년도 8.2%에서 2011년도 8.6%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 전체의 비만율
은 2007년도 14.0%, 2008년도 13.3%, 2009년도 11.9%, 
2010년도 10.8%, 2011년도 12.1%로 ‘청소년건강행태 온
라인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까지는 감
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만율의 감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2011년도의 상승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 비만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떨
어져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5년간의 전체적인 비만율이 감소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연도별 비만군과 과체중군, 저체중군, 
정상군의 유병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
지만 성별로 분석했을 때 비만과 과체중군의 유병률은 
모든 연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울산광역시는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농촌지역
인 울주군을 포함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함으로써 도시적 
성격이 강한 중구, 남구, 동구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북
구와 울주군의 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었다. 이에 생
활환경의 차이로 인한 비만율의 차이가 기초자치구별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심지역인 중구, 남구, 동구
가 북구나 울주군보다 대체로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orrison 등[27]이 소아청소년기에 대사증후군으로 진
단되었던 사람을 25년간 추적 관찰한 바에 따르면, 
19.4%에서 심혈관질환이 발병한 반면에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사람에게서는 1.5%에서만 발병되었다고 한다. 이
는 소아청소년기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무가 성인의 심혈
관질환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청
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별 유병률’과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
목별 유병률’ 그리고 ‘비만도에 따른 각 군별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울산지역 중학교 2학년생 전체의 5년 평균 대사증후
군 진단항목별 유병률을 보면 고중성지방이 36.58%, 저 
HDL 콜레스테롤 6.47%, 복부비만 3.72%, 고혈당 0.47% 

순으로 나타났다. 허경이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07) 
자료를 분석한 결과[28]에 의하면, “10년 평균 국내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 이상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인자는 저HDL 콜레스테롤(26%)이며 고혈당
(20.5%), 고중성지방(11.3%), 복부비만(11.1%), 혈압
(7.4%) 순이었고, 남녀와 연도를 통틀어 가장 유병률이 
높은 인자로는 고중성지방 혹은 저HDL 콜레스테롤로 이
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29, 30, 31]와도 유사하였다”고 하
였다. 허경은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IDF 기
준[26]을 적용하여 중성지방은 150 이상, 공복혈당은 100 
이상으로 잡아 본 연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 중
성지방 유병률은 본 연구보다 낮게, 혈당과 저HDL 콜레
스테롤 유병률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
구 자료를 IDF 기준으로 판정을 했을 때 고중성지방은 
8.79%로 허경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고혈당이 
3.44%로 현저히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과체중과 비만자만의 대사증후군 진단종목 별 유병률
을 살펴보면 고중성지방이 53.64%, 복부비만 20.53%, 저
HDL 콜레스테롤 13.52%, 고혈당 0.95%로 홍 등[15]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과체중과 비만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39%, 20.8%, 20.8%, 5.8%와 순서는 같았
으나 고중성지방은 높게 나왔고, 복부비만은 거의 비슷하
였으며, 저HDL과 고혈당 비율은 매우 낮게 나왔다. 박 
등[32]이 비만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복부비
만이 46.2%로 가장 높고, 고중성지방이 23.1%, 저HDL 
콜레스테롤은 2.9%였고 고혈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및 다른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었다.

고중성지방혈증은 비만과 함께 대사증후군의 독립된 
예측인자이다. 성인에서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동맥경화증이나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제시
되었다[33]. 본 연구에서 과체중과 비만청소년들에서 나
타난 높은 비율의 고중성지방혈증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
을 때 동맥경화증이나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이므
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개수별 유병률은 남녀 학생 모두
에서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저체중군이나 정상군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남학생
에 있어서는 진단항목 한 개 이상 있는 비율이 저체중군
과 정상군에서 27.72%, 30.85%였으나 과체중군, 비만군
에서는 52.62%, 67.75%로 급격히 높아졌다. 여학생군에
서도 저체중군과 정상군에서 36.52%, 37.18%였으나 과
체중군, 비만군에서는 48.82%, 68.01%로 높아졌다. 

전체 대상자에서 대사증후군 진단항목이 1 개 이상 있
는 비율은 저체중군과 정상군에서 33.39%, 35.46%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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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체중군, 비만군에서는 51.90%, 69.73%로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이 1 개인 경우 저체중군 31.86%, 정상군 32.52%, 과
체중군 43.96%, 비만군 42.65%로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
비례하지는 않았고 증가하는 비율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2 개인 경우는 저체중군, 정상군, 과체중군, 비만
군으로 변함에 따라 1.53%. 2.93%, 7.64%, 22.56%, 3개 
이상인 경우는 저체중군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정상군에
서는 0.01%, 과체중군 0.31%, 비만군에서는 4.39%로 급
격히 그 비율이 높아졌다. Cook 등[22]은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도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고하였는데 
정상체중군은 0.1%인데 비해 과체중군은 6.8%, 비만군은 
28.7%가 대사증후군에 이환되어 있다고 하여 비만도에 
따른 급격한 증가율이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이는 비만
이 대사증후군 발생의 중요한 예측인자임을 나타내 보여
준다 하겠다.

Morrison 등[27]의 보고가 있기는 하나 소아 및 청소
년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장기 관찰은 아직 적다. 
Goldman 등[34]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분류된 청소년을 3
년간 관찰한 결과 약 반수가 대사증후군의 진단 범주에
서 빠졌다고 하므로 소아청소년기는 생리적 변화가 심하
여 대사증후군의 진단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진단기준의 불안정성과 함께 유병률의 변화도 보고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de Ferranti 등[23]이 2004년도에 보고한 미국의 청소
년(12~19세)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일반 청소년에서는 
약 9%, 중등도 비만아에서는 약 38%, 고도 비만아에서는 
약 50%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고, Ford 등이 IDF 진단
기준에 따라 조사한 유병률은 4.5%(12~17세)[35]로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 있어서의 대사증후군 유
병률은 일반 청소년에서는 약 6 ~ 9%, 비만아에 있어서
는 30 ~ 40%를 보이고 있다[36]. Cho 등[37]이 IDF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한 유병률은 2%(10~19세), Seo 등[38]
이 Cook 진단기준으로 진단한 유병률은 5.3%으로 다른 
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0.58%로 나타나 혈압 항목이 빠져 4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의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참고로 높은 혈압의 유병률은 허경[28]에 의하면 
7.4%였고 이경희[39]가 군포시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
검진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8.21%였다. 하지만 
비만군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53%로 5개 항목을 
모두 측정한 박[32]등이 조사한 2.9%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와 박 등의 연구에서 비만군에에서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저HDL 콜레스테롤과 

고혈당의 유병률이 타 조사 결과보다 현저히 낮음에 기
인한다. 박 등의 조사는 그 대상자가 1개 중학교 1학년생 
중 비만아 104명에 대한 자료로 대상자 수가 적어 대사
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률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울산광역시의 중학교 2
학년생 중 예산에 맞추어 희망 학교별로 대상을 추출하
였으므로 구별, 성별 인구통계에 따른 무작위 통계적 추
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과가 울산광역시 전
체 또는 각 구별, 성별 청소년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
다. 둘째,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코호트 자료가 아니
라 그 해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한 단면적 조사결과를 분석
한 통계이므로 그 해의 비만도가 그 전 해나 그 다음 해
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
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울산광역시 각 구 보
건소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줄넘기 프로그램을 의욕
적으로 보급하다가 2010년부터 중지되었다. 이런 프로그
램의 수행과 중단이 비만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대사증후군 판
정항목 중 혈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알 수 없었다. 울산지역 청소년
의 대사증후군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아 혈압 측
정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조사 시에는 
혈압 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보합세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의 수행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국적인 최근 자료의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울산지
역 중학교 2학년생의 2007년도부터 4년간 비만율의 감소
와 2011년도 다시 증가로 돌아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 중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성장에 따른 비만율 변화를 추이를 함께 보아야만 올바
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인구보건
복지협회 울산지회’의 건강검진사업은 그 대상자를 중학
생 전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보건 자료를 통해 지역의 보건지표가 
생산되고, 그 보건지표를 토대로 지역현황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
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건지표 생산이 포함되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구보건복지협
회 울산지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진사업은 혈압 항
목이 보강되어져야 하고 그 대상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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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전교생으로 검진이 확대되어 수행되어져야만 비만
율이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같은 유용한 보건지표들이 
지역별, 학교별로 생산되어져 현장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학교 건강증진사업이 
평가되고 보완되어질 때 학생들의 건강증진이 가시적 성
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2007년부터의 비만율의 
감소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런 비만율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
양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의 비만도 증가에 대한 추
가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체계적인 학교보
건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친 5년 동안 ‘인구
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관내 중
학교 2학년생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울산지
역 중학생 비만율의 변화를 파악하고 비만도와 대사증후
군 진단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의 비만율은 조사 대상 
전체와 여학생에 있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다시 증가하였다. 남학생은 
2008년에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2010년에 가장 낮
았다.

2. 모든 연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3. 허리둘레와 공복혈당, GOT, GPT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콜레스테
롤과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5).  

4. 혈압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만으로서의 판정에서 
전체 학생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0.58%였으며 저
체중군은 0%, 정상군은 0.01%, 과체중군은 0.31%, 
비만군에서는 4.53%로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5. 전체 학생 중 대사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률은 고
중성지방혈증이 36.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 
HDL 콜레스테롤 6.47%, 복부비만 3.72%, 고혈당 

0.47% 순으로 나타났다.
6. 비만군의 경우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모두에 있어 

타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7. 지역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유용한 지역 보건

지표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효용 가치
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 보건정책 수립에 환류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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