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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a mother’s degree of obesity has on her daughter’s 
obesity index,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and nutrient intakes. The daughters, as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mother’s body mass index (BMI): an obese group [BMI＞25 
kg/m2, mother obesity group (MOG)] and a normal weight group [BMI<25 kg/m2, mother normal weight 
group (MNG)]. The daughters in MOG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ercent ideal body weight values than the 
daughters in MNG (p<0.001). MOG and MNG had significantly different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cores in terms of being classified into a highly stressed group (p<0.001), potentially stressed group (p<0.05), 
and healthy group (p<0.001). Intakes of daily energy, protein, fat, thiamin, riboflavin, niacin, phosphorus, and 
iron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between MOG and MNG. In particular, the vitamin A and C 
intakes of the MNG daught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MOG daughters (p<0.001).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a mother’s level of obesity was essentially related to her daughter’s obesity index,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core, and nutrient intake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for mothers to maintain 
an ideal body weight to prevent obesity and diet related problems in their dau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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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신체

활동이 줄고 있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와 영양섭취
의 과잉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퇴행성 관절 질환 등 각종 합병증
을 일으키고, 심리적으로도 개인을 위축시킬 수 있어 
중요한 건강문제로 주목받고 있다(Jun 등 2006). 비만
은 여성의 경우 모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모녀
의 상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 왔다
(Gong 등 2005). 초기에는 어머니의 체중에 대한 관심
이 그 딸에게로 전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Kim 2004). 그러나 어머니와 딸 
사이에 체중에 대한 관심도와 신체상 등에는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Hirsch 1981)도 있어 모
녀 간의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으
로 과잉 섭취된 에너지가 체내의 지방조직에 중성지
방으로 축적된 상태이며(Kang 2002) 비만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음주, 흡연, 운동량, 식사형태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다양하다(Kim 2001; Park 
등 2003; Choi 등 2004). 비만은 최근 들어 모든 사람
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
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의 하나이다(Han 등 2001; You 등 2004). 우리나라
도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Korean in-
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특히, 복부비
만의 경우 심혈관계의 위험인자인 동시에 유병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Kim 등 2002; 
Seo 2003; Jang 등 2004). 이러한 비만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로는 사회 및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식이습관, 계절 등의 여러 요인들이 있
으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인생주기별 집단별 특성으
로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자녀의 비만관리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

의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Kim 2004; Kim 등 2006). 또한 비만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Gong 등 2005). 정신건강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개인의 정
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는
지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고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회심리적 건강지수(The psychosocial well-
being index, PWI)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Sung 등 
1993; Lee 등 1996; Rho 2002).

따라서 모녀의 체중에 대한 관심이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들을 기반으로 체중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
들 중 체중과 영양소 섭취, 사회 심리적 상황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모녀의 연구는 심리적인 연관성에 국한
된 연구(Hirsch 1981; Kim 2004)로 어머니의 비만 유
무에 따른 딸의 비만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비만유무에 따른 여대생 딸의 비만도, 사회심리적 건
강지수 및 영양소섭취를 비교 연구하여 어머니의 비
만이 딸의 건강요인에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여 어
머니와 여대생 딸의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체중관
리와 식이섭취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A 대학과 

안성시 소재의 H 대학의 여자 대학생 150명과 그의 
어머니 150명의 동의를 받아, 그들 중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 당뇨병, 심
장질환과 같은 대사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식이 설문지 및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설문지
의 응답에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한 292명(여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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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146명, 어머니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2. 비만군과 정상 체중군의 분류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의 기준으로 제시한 BMI 25 

kg/m2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으로 BMI
를 구하여 어머니의 BMI가 25 kg/m2 이상인 그룹을 비
만 어머니 그룹(Mother obesity group, MOG)과 BMI가 
25 kg/m2 이하인 그룹을 정상 체중 어머니 그룹(Mother 
normal weight group, MNG)으로 분류하였다.

3. 비만지표 선정
조사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percentage of ideal body weight 
(%IBW)를 구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측
정하여 waist hip ratio(WHR)를 산출하였다. 체위계측
을 통한 BMI, %IBW, WHR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
로 산출하여 비만지표로 삼았다.

BMI = 체중(kg) / [신장(m)]2

WHR = 허리둘레(cm) / 엉덩이둘레(cm)
%IBW = 체중(kg) / [(신장(cm) - 100) × 0.9] × 100

4.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분석
사회심리적 건강지수는 Goldberg가 개발한 스트레

스 및 일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설문도구로 한 개
인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
움이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현상
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임상
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에 사용된 설문 도구이다(Sung 등 1993). 대한예방의
학회에서는 일반건강 측정표(The general health ques-
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45개 항목으로 축소시켜 신뢰를 검증

하였다(Lee 등 1996; Rho 2002). 본 연구에서는 45개
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부정적
인 응답이 강한 경우를 3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인 
경우를 0점으로 처리하여 총합계를 구하여 총점에 대
한 평균이 17점 미만은 건강군(Healthy group, HG), 
17점 이상 48점 미만은 잠재적 스트레스군(Potential 
stressed group, PSG), 48점 이상은 고위험 스트레스
군(High stressed group, HSG)으로 분류하였다. 45개 문
항은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 신뢰도에 관한 15개 
항목, 우울증에 관한 14개 항목, 수면장애에 관한 8개의 
항목 및 일반적 건강 및 생존에 관한 8개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Kim 등 1994; Rho 2002; Shin 2007).

5. 영양소 섭취량 조사
여자 대학생의 영양소 섭취 상태는 임상영양사에 

의해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전날 24시간 동안 섭
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 분량, 재료를 견본품 모형과 
비교하면서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영양소 섭취조사는 
여자대학생이 식이조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의 식이설
문지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어머니의 식
이설문 응답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화면담을 
통해 식이설문을 완성하였다. 섭취한 식품과 영양소
량은 한국영양학회 부설 영양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전
문가용 CAN-Pro(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version 2.0)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6.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조사의 모든 자료는 SPSS package(version 14.0)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체위, 비만지표, 사회
심리적 건강지수, 영양소 섭취량은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여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니가 정
상 체중인 딸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in-
dependent-samples t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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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ther
(n=146)

Daughter
(n=146)

Age
 (yrs)

18~20
21~23
42~44
45~46
47~49

49 (33.5)
62 (42.5)
35 (23.0)

50 (34.2)
96 (65.8)

Mean 46.4±6.1 20.1±0.2

Height
 (cm)

140~149
150~159
160~170

 2 ( 1.4)
84 (57.6)
60 (41.0)

  0 ( 0.0)
 38 (26.0)
108 (74.0)

Mean 157.5±5.8 161.4±0.3

weight
 (kg)

40~49
50~59
60~69

 1 ( 0.7)
83 (56.8)
62 (42.5)

53 (46.3)
93 (63.7)
 0 ( 0.0)

Mean 56.3±5.3 51.5±0.5

BMI

BMI＜18.5
18.6＜BMI＜24.9

25.0＜BMI
98 (67.1)
48 (32.9)

 46 (31.5)
100 (68.5)

Mean 22.6±1.4 19.8±0.2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s of the subjects.  N (%)

Variables
Daughter

MOG
(n=48)

MNG
(n=98)

Height (m)
Weight (kg)
BMI (kg/m2)
WHR
%IBW

    1.67±0.01***
   54.50±2.55***

19.82±0.98
0.800±0.01

   94.2±0.4***

 1.61±0.05
50.93±0.01
19.42±0.79
0.783±0.07
 89.7±0.7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OG's daughter and 
MNG's daughter

Table 2. Obesity indices of daughter according to mother's obesity.

결 과
1. 모녀의 신체 계측
모녀의 연령 및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 그룹의 평균 연령, 평균 신장, 평균 체중은 
46.4±6.1세, 157.5±5.8 cm, 56.3±5.3 kg이었고 딸 그룹
의 평균 연령과 평균 신장 및 평균 체중은 20.1±0.2세, 
161.4±0.3 cm, 51.5±0.5 kg이었다(Table 1).

어머니 그룹과 딸 그룹의 평균 BMI는 22.6±1.4 
kg/m2과 19.8±0.2 kg/m2로 정상범위로 나타났으나 어
머니 그룹에서는 BMI 25 kg/m2 이상인 MOG이 48명
(32.9%)이었고 BMI 25 kg/m2 이하인 MNG은 98명
(67.1%)으로 어머니 그룹의 약 1/3이 비만인 반면 딸 
그룹에서는 BMI 25 kg/m2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BMI 18.5 kg/m2 이하가 46명(31.5%)으로 BMI 18.5 
kg/m2 이하의 저 체중이 약 1/3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비만 여부에 따른 딸의 비만지표

어머니의 비만 여부에 따른 딸의 비만지표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7±0.01 m와 54.5±50 kg으로 어머니가 정
상체중인 그룹의 신장과 체중인 1.61±0.05 m와 50.9 
±0.01 kg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비만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는 %IBW이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94.2±0.4%)이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그룹(89.7 
±0.7%)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의 BMI(19.8±0.98 kg/m2), 
WHR(0.800±0.01), %IBW(94.2±0.4%)와 어머니의 체질
량지수가 정상인 그룹의 BMI(19.42±0.79 kg/m2), WHR 
(0.783±0.07), %IBW(89.7±0.7%) 모두 정상범위를 나타
냈다. Table 1에서의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조사대상
자의 어머니 그룹과 딸 그룹의 BMI 분석 결과에서는 
어머니 그룹은 48명(32.9%)이 비만이었고, 딸 그룹은 
46명(31.5%)이 저체중이었으나 Table 2에서의 어머니
의 비만 유무로 분류한 집단 간의 차이에서 BMI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IBW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3.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
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 간의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는 HSG(High stressed group)이 15명(10.3%)과 47명
(32.2%)이었으며(p＜0.001), PSG은 21명(14.4%)과 28
명(19.2%)이었고(p＜0.05), HG은 12명(8.2%)과 23명
(15.7%)으로(p＜0.0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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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I ratio)

Daughter

MOG
(n=48)

MNG
(n=98)

Vitamin A (μg RE)  594.2±320.2***
(91.4%)

 744.7±245.4
(114.6%)

Thiamine (mg)   1.28±1.5***
(116.4%)

0.87±1.7
(79.1%)

Riboflavin (mg)   1.15±0.3***
(95.8%)

1.02±0.3
(85.0%)

Niacin (μg)   21.3±11.5***
(152.1%)

 15.4±4.11
(110.0%)

Vitamin C (mg)   80.3±22.4***
(80.3%)

 92.8±21.1
(92.8%)

Vitamin E (mg)   13.7±5.0
 (137.0%)1) 

13.3±4.3
(133.0%)

Ca (mg)  515.4±232.9
(73.6%)

 521.4±295.4
(74.5%)

P (mg) 1082.1±711.5***
(154.6%)

 960.4±311.7
(137.2%)

Fe (mg)    13.6±61.3***
(97.1%)

 11.5±84.9
(82.1%)

Na (mg)  2406.0±1122.6
(120.3%)1)

2399.7±992.5
(119.9%)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1) Adequate intake ratio

Table 5. Micro-nutrients intakes of daughter according to mother's obesity.

Variables
(EER ratio)

Daughter

MOG
(n=48)

MNG
(n=98)

Energy (kcal)    1908.0±115.6***
(90.9%)

1590.5±364.6
(75.7%)

Protein (g)     82.9±20.3***
(184.2%)

 65.1±16.9
(144.7%)

Carbohydrate (g)    277.9±51.26**  251.2±68.30

Fat (g)     52.0±15.6***  35.0±9.73

% Calories from   
   carbohydrate 58.3±3.9 63.5±3.1

% Calories from 
   protein 17.3±1.9 16.7±1.8

% Calories from fat 24.4±2.0 19.8±3.1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OG' daughter
and MNG's daughter

Table 4. Macro-nutrients intakes of daughter according to mother's obesity.

Variables
Daughter

MOG
(n=48)

MNG
(n=98)

HSG1)

PSG2)

HG3)

   15 (10.3)***
 21 (14.4)*

   12 ( 8.2)***

47 (32.2)
28 (19.2)
23 (15.7)

Total 48 (32.9) 98 (67.1)

* p＜0.05,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OG's daughter
and MNG's daughter

1) HSG: High stressed group
2) PSG: Potential stressed group
3) HG: Healthy group

Table 3.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of daughter according to mother's obesity. N (%)

HG(Healthy group)의 분석결과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은 12명(8.2%),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은 
23명(15.7%)으로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보였다. 
그러나 고스트레스 위험군으로 분류된 HSG에서는 어
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이 15명(10.3%), 어머니의 체중
이 정상인 딸 그룹이 47명(32.2%)으로 두 그룹 간에서
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4. 어머니의 비만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
어머니의 비만 여부에 따른 딸의 영양소 섭취상태

는 다량 영양소 섭취와 미량 영양소 섭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량영양소 섭취에 대한 어머니가 비만
인 딸 그룹과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 간의 분
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 그룹 간의 1일 평균 열
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각각 1,908.0± 
115.6 kcal, 82.9±20.3 g, 52.0±15.6 g, 277.9±51.25 g 그
리고 1,590.5±364.9 kcal, 65.1±16.9 g, 35.0±9.73 g, 251.2 
±68.30 g이었다. 총 섭취 열량과 단백질 그리고 지질
의 섭취량에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으며 탄수화물 섭취량의 그룹 간에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미량영양소 섭취에 대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
은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딸 그룹에 비해 비타민 A 
(594.2±320.2 μgRE, p＜0.001)와 비타민 C(80.3±22.4 
mg, p＜0.001)를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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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반면 thiamine(1.28±1.5 mg, p＜0.001), riboflavin 
(1.15±0.3 mg, p＜0.001), P(1082.1±711.5 mg, p＜0.001), 
Fe(13.6±61.3 mg, p＜0.001) 그리고 niacin(21.3±11.5 μg, 
p＜0.001)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비타민 E와 Na의 섭취는 어머니가 비만
인 그룹이 13.7±5.0 mg, 2406.0±1122.6 mg 그리고 어
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그룹이 13.3±4.3 mg, 2399.7± 
992.5 mg으로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비만 여성의 경우, 모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모녀의 상관성을 전제로 어머니의 비만유무가 딸의 
비만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어
머니의 바람직한 비만지표관리를 통해 자녀와 나아
가서는 가족 전체 구성원의 건강한 생활유지에 도
움이 되고자 딸의 비만관련 변인들인 비만지표, 심
리적 비만요인 분석 변인으로는 사회심리적 건강지
수 그리고 영양소 섭취를 비교 분석하였다. 

어머니 그룹의 신장과 체중은 30~49세 범위의 여
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기준치인 
157 cm와 54.2 kg에 비해 신장은 0.5 cm, 그리고 체
중은 2.1 kg이 많은 계측치를 보인 반면, 딸 그룹은 
20~29세 여자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기준치인 신장 160 cm, 체중 56.3 kg에 비해 신
장은 1.4 cm가 크고 체중은 4.8 kg가 적은 계측치를 
보였다. 어머니 그룹은 2005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에서 나타난 40~49세의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비율인 29%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였고, 여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를 연구한 Beak 등(2007)
의 연구에서의 여대생 평균 BMI가 19.8 kg/m2이었
고 Oh 등(2007)의 연구에서는 20.3 kg/m2로 보고된 
바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평균 
BMI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비만 여부에 따른 딸의 비만지표 비교

분석에서는 정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과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 간의 BMI와 WHR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비만인 딸 
군이 어머니가 정상체중의 딸 군에 비하여 높은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체중과 %IBW에서는 두 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비만
이 딸의 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딸
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체중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
의 체중이 정상인 딸 그룹과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 모두 WHO에서 비만의 기준으로 제시한 BMI 
25 kg/m2 이상과 WHR 0.85 이상의 기준에 모두 낮
게 나타나 본 연구에 참가한 모든 여자대학생들의 
비만지표는 모두 정상범위를 나타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 그룹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집단으로 체중관리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비만 유무에 따른 딸의 사회심리적 건
강지수 분석을 살펴보면 건강그룹에 속하는 HG에서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이 12명(8.2%), 정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은 23명(15.7%)으로 체중이 정상인 
어머니의 딸 그룹이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에 비
해 사회심리적 건강지수가 건강범위에 속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고스트
레스 위험군인 HSG와 잠재적 스트레스 위험군인 
PSG의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정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이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에 비해 모두 
사회심리적 건강지수가 건강하지 못한 범위에 속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어머니
가 비만인 딸들이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들에 비
해 사회심리적 건강지수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영양소섭취에 대한 연구결과는 두 그룹 모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에너지 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의 90.9%(1,908.0 kcal)와 75.7% 
(1,590.5 kcal)로 EER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J Korean Diet Assoc 14(3):209-217, 2008 |  215

단백질 섭취량은 82.9 g(184.2%)과 65.1 g(144.7%)으로 
두 그룹 모두 권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러나 두 그룹 간의 에너지 적정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은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의 섭취 비율이 어머니의 
체질량지수가 비만한 딸 그룹에서는 58.3 : 17.3 : 
24.4 그리고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딸 그룹이 63.5 
: 16.7 : 19.8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20세 이상의 
AMDR인 55~70% : 7~20% : 15~25%에 두 그룹 모두 
바람직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이 정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두 그룹의 EER ratio가 각각 90.9%와 75.7%로 
어머니의 비만이 딸의 열량섭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
의 체중이 정상적인 딸 그룹의 열량섭취가 1,590.9 
kcal로 자칫 EER ratio의 비정상적인 하위 범위의 열
량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공
에 따른 영양소 섭취를 연구한 Choi 등(2008)의 연
구에서 식품영양학과 여대생의 평균 energy 섭취량
이 1,542.9 kcal였고 체육학과 여대생의 평균 energy 
섭취량이 1,685.4 kcal로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의적으로 적은 열량을 섭취한 정
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의 energy 섭취인 1,590.0 
kcal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 여대
생의 평균섭취 열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비타민 A와 비
타민 C의 섭취는 정상체중인 어머니의 딸 그룹이 
비만인 어머니의 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함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딸 그
룹이 어머니의 체질량지수가 비만인 그룹에 비해 
과일 및 채소류를 많이 섭취한 경향의 결과로 사료
된다.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
인 그룹의 Ca과 P의 섭취량을 권장섭취량과 비교해 

보면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의 Ca 섭취는 515.4 
mg(73.6%), P 섭취는 1,082.1 mg(154.6%), 그리고 어
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의 Ca 섭취는 521.4 
mg(74.5%), P 섭취는 960.4 mg(110.0%)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Ca은 권장섭취량의 73.6%와 
74.5%로 적게 섭취하고, P은 154.6%와 110.1%로 많
이 섭취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의 P 
섭취량은 1일 600~1,500 mg으로 Ca 섭취량에 비해 
많으며 Ca : P의 비율은 1 : 2 정도이고(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 권장섭취량은 변이계수 10%를 
고려하여 남녀 모두 700 mg으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어
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
룹 모두에서의 Ca : P의 섭취 비율은 1 : 2.1과 1 : 
1.84로 평균 섭취비율에는 정상으로 보이나 Ca과 P의 
섭취량을 권장섭취량과 비교해 보면 MOG의 딸이 Ca
은 515.4 mg(73.6%), P은 1,082.1 mg(154.6%)을 어머
니의 체중이 정상인 그룹은 Ca은 521.4mg(74.5%), P
은 960.4 mg(110.0%)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Ca은 권장섭취량의 73.6%와 74.5%로 적게 섭취
하고 P은 154.6%와 110.1%로 많이 섭취하고 있음으
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모녀관계의 여자 대학생 146명, 중년여

성 14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 여부를 구분하여 어머니의 비만지수에 따른 
딸의 비만지표,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및 영양소 섭
취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292명(여자 대학생 146명, 어머니 146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그룹과 여대생 그룹의 
평균 연령, 평균 신장, 평균 체중은 46.4세, 157.5 
cm, 56.3 kg과 20.1세, 161.4 cm, 51.5 kg이었다.

2.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비만지표는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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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 딸 그룹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67 m와 
54.5 kg으로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의 신장
과 체중인 1.61 m와 50.9 kg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IBW는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94.2± 
0.4%)이 어머니가 정상체중인 딸 그룹(89.6±0.7%)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사회심리적 건강지수
는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그룹 간의 사회심리적 건강지수가 HSG이 
15명(10.3%)과 47명(32.2%)이었으며, PSG은 21명
(14.4%)과 28명(19.2%)이었고 HG은 12명(8.2%)과 
23명(15.7%)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다량영양소 섭취는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과 어머니의 체중이 정상인 
그룹 간의 평균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평균 섭취량은 1,908.0 kcal, 82.9 g, 52.0 g, 277.9 
g 그리고 1,590.5 cal, 65.1 g, 35.0 g, 251.2 g이었
으며 총 섭취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
질의 섭취량에 두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5. 어머니의 비만에 따른 딸의 미량영양소 섭취는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에서는 어머니의 체중
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비타민 A(594.2 μgRE), 
비타민 C(80.3 mg)를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thiamine(1.28 mg), riboflavin  
(1.15 mg), P(1,082.1 mg), Fe(13.6 mg) 그리고 nia-
cin(21.3 μg)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타민 E와 Na의 섭취는 두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가 비만인 딸 그룹이 어머
니의 체중이 정상인 딸 그룹에 비해 비만지수는 높
게 나타났으며, 사회 심리적 건강지수는 건강그룹에 
속한 비율이 적었고, 열량의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바람직한 체중관리를 통
해 딸의 비만지표와 사회 심리적 건강 및 영양소 
섭취 등의 건전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
서의 어머니의 역할과 영향이 크고, 그 가족 구성원
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토대로 모자 간이나 
배우자 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보다 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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