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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년 여성에서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7년도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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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Other Factors on Abdominal Obesity in Korean Middle-Aged
Women: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Hyun Hwa Jung1, Yu Jin Chung1, Na Ri No1, Hyeong Seok Lim1, Sam Cheol Kim1,2,*
1
Department of Family Practice and Community Medicine, Chosun University Hospital; 2Department of Family Practice and Community Medicine,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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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waist circumference can be a more important risk factor of chronic diseases than body mass index.
Abdominal obesity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nd lifestyle. Recent studies have found a high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and low physical activity levels in Korean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lifestyle on
abdominal obesity in Korean middle-aged women.
Methods: We collected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in 2016 and 2017, and 2,274 women aged 45–65
years were evalua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bdominal obesity and many factors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with significant correlation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waist circumference was 80.20±9.05 cm and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was 28.8% in the
population. The low physical activity group had the largest population (48.5%). Abdominal obesity was associated with moderate and high physical
activity levels (odds ratio [OR], 0.791; 95% confidence interval [CI], 0.651–0.962; P=0.019), sedentary time (≥5 h; OR, 1.495; 95% CI, 1.173–1.906;
P=0.001), and weekend sleep duration (<7 h/d; OR, 1.406; 95% CI, 1.127; P=0.003).
Conclusion: In the Korean middle-aged wome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abdominal obesity.
Keywords: Abdomin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Physical Activity; Lifestyle

서론

가 나타났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

수 있다.2) 또한 단순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증가보

중 하나이며,1) 복부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2017년 국내통계자료에 의하면 5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복부비만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복부비만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간

이 높았으나 50대 중반부터 여성의 복부비만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

주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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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유전적인 요인4) 이외에도 음주, 흡연,5) 사회경제적 수준,6)

활동, 걷기, 앉아서 보낸 활동의 일수 및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면시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s)는 신체활동 에너지 비용을 평가

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식습관의 변화

하는 척도로 고강도 신체활동은 8.0 METs, 중강도 신체활동은 4.0

및 좌식 생활의 증가, 신체활동량의 감소, 수면 부족 등의 생활습관

METs, 걷기는 3.3 METs를 적용하여 총 신체활동량을 MET로 환산

이 비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였고 METsㆍmin/wk 단위로 표현하였다. 총 신체활동량은 GPAQ

7)

8,9)

스트레스, 식이, 신체활동,

10)

다양한 신체활동은 비만을 포함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스
트레스 및 불안과 우울을 해소해 주는 등 부작용 없이 경제적으로

analysis guideline에 따라 low (<600 METs), moderate (≥600, <3,000
METs), high (≥3,000 METs) 3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13)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많
은 가이드라인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필수

2) 신체 계측

적으로 식이조절 및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

키, 체중, 허리둘레는 검진조사를 통해 측정되었고, 체질량지수

하고 있다.11) 운동 및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비만 관리에 있어 매

(BMI)는 체중(kg)/신장(m2)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하였다. 대한비만

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신

학회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라 비만은 BMI≥25 kg/m2 로 정의하며,

체활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은

BMI 값이 <18.5 (저체중, underweight), 18.5–22.9 (정상, normal), 23–

권장하는 최소 수준의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24.9 (과체중, overweight), ≥25 (비만, obesity)으로 4가지 범주로 분류

다. 또한 신체활동 실천율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낮은 것으로 조

하였다.

사되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 증가와 신체활동량 부족의 문제
에도 주로 청소년이나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많았고

3) 복부비만의 정의

복부비만의 진단기준은 2005년 American Heart Association /

아직까지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복부비만과 신체활동 및 생활습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NHLBI)과 2006년 대

관과의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복부비만의 지표로 허

연구는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리둘레(cm)를 사용하였고, 성인 여성의 복부비만은 허리둘레 85 cm

중년 여성에서 신체활동과 복부비만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14)

한다.
4) 수면시간

자가 기입식 설문을 통해 주중과 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조

방법

사하였다. 미국국립수면연구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 sleep

duration, NSF)에서 발표한 연령별 권장 수면시간에 따르면, 성인의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7기 1, 2차년도(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기 자료 중 만 45–65세의 중년 여성 2,821명

권고되는 수면시간은 7–9시간이다.15) 이 기준을 바탕으로 <7시간, ≥7
및 <9시간, ≥9시간의 3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중에서 응답한 여성과 조사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274명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5) 사회 인구학적인 변수 및 건강 관련 변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2. 연구 도구

가구소득수준은 하위, 중하위, 중상위, 상위로 나누었으며, 직업 유

1) 신체활동과 앉아있는 시간

무는 경제 활동 상태를 고려하였다. 배우자의 경우 유배우자는 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에서 제안된

우자와 결혼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을 이용하여 앉아있는

로 정하였고, 사별과 이혼은 무배우자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현재

시간과 신체 활동을 평가하였다. 신체활동 항목은 일과 관련된 신

흡연 상태에 따라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

체활동, 여가와 관련된 신체활동과 걷는 시간만 포함하고 장소 이동

고, 음주는 평생 음주 경험 여부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시 신체활동은 제외하였다. 신체활동 산출 방법은 일과 관련된 신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는 고 스트레스 군, ‘조

체활동과 여가와 관련된 신체활동의 각각 고강도와 중강도의 신체

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저 스트레스 군으로 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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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다. 자연폐경과 인공폐경을 모두 포함하여 폐경 여부를 고려
하였으며, 출산력은 정상출산, 조산 등을 포함한 출산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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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n=2,274)
Variables

경우로 정의하였고 출산횟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모유수유는 최소
한 한 달 이상 모유수유를 한 경험 여부에 따라 조사하였다. 의사에
게 진단받은 질환 여부에 따라 조사하였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포함하였다.

Age (y)

55.03±6.06

Body mass index (kg/m2)

23.96±3.43

<18.5
18.5–22.9

927 (40.8)

23.0–24.9

536 (23.6)

≥25.0

3. 통계 분석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Middle-aged women
n=2,274

Waist circumference (cm)
<85
≥85

50 (2.2)

761 (33.5)
80.20±9.05
1,618 (71.2)
656 (28.8)

빈도(백분율)로,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냈다. 복부비

Education
Elementary

464 (20.4)

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chi-

Middle

383 (16.8)

squared test)방법을, 연속형 변수는 t-검정(t-test) 방법을 이용하여 각

High

851 (37.4)

≥College

576 (25.3)

변수들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중년 여

Household income

성에서의 복부비만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교란

Low

298 (13.1)

Low-mid

571 (25.1)

변수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교차비(odds

Mid-high

655 (28.8)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교

High

750 (33.0)

란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직업 유무, 신체활동,
앉아있는 시간, 주말 수면시간, 식이요법 여부, 초경 나이, 폐경 여
부, 모유수유, 질환력(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18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P값(P-value)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Job
No

912 (40.1)

Yes

1,362 (59.9)

Spouse
No

369 (16.2)

Yes

1,905 (83.8)

Smoking status
Non-smoker

2,102 (92.4)

Ex-smoker

80 (3.5)

Current-smoker

92 (4.0)

Drinking experience

결과

No

348 (15.3)

Yes

1,926 (84.7)

Stres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중년 여
성은 총 2,274명으로 전체 평균 연령은 55.03±6.06세이고, 평균 BMI
는 23.96±3.43 (kg/m2)이며, 평균 허리둘레는 80.20±9.05 (cm)이었
다. 비만은 전체의 33.5% (BMI≥25), 복부비만은 28.8% (waist circum

ference≥85 cm)에 해당하였다.

Low
High
Menarche age (y)

1,671 (73.5)
603 (26.5)
14.23±1.78

Menopause
No

649 (28.5)

Yes

1,625 (71.5)

Parity
No
Yes

91 (4.0)
2,183 (96.0)

Breast feeding

2. 복부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 요인

Table 2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생활습관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체활동량이 낮은 군(48.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
균 앉아있는 시간은 7.26±3.29시간이었다. 주중보다 주말에 평균적
으로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9시간 이상 잠을 자
는 여성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No

482 (21.2)

Yes

1,792 (78.8)

HTN
No

1,779 (78.2)

Yes

495 (21.8)

DM
No

2,102 (92.4)

Yes

172 (7.6)

Dyslipidemia
No

1,698 (74.7)

Yes

576 (2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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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festyle factors of study subjects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n=2,274)
Characteristic
METs

Table 3.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each variables
Waist circumference

Middle-aged women

Variables

n=2,274
1,101.64±1,410.39

Physical activity

Age (y)

<85 cm
n=1,618

≥85 cm
n=656

P-value

54.44±5.99

56.48±5.99

<0.001
<0.001

Education

Low

1,102 (48.5)

Elementary

249 (15.4)

215 (32.8)

Moderate

1,010 (44.4)

Middle

256 (15.8)

127 (19.4)

High

646 (39.9)

205 (31.3)

≥College

467 (28.9)

109 (16.6)

High

162 (7.1)

Sedentary time

7.26±3.29

Sleep duration (wk)

6.85±1.24

<7 hr
≥7, <9 hr
≥9 hr
Sleep duration (wd)
<7 hr
≥7, <9 hr
≥9 hr

987 (43.4)

Income
Low

185 (11.4)

113 (17.2)

1,149 (50.5)

Low-mid

381 (23.5)

190 (29.0)

138 (6.1)

Mid-high

470 (29.0)

185 (28.2)

High

582 (36.0)

168 (25.6)

7.42±1.38
624 (27.4)

Job

1,258 (55.3)

No

616 (38.1)

296 (45.1)

392 (17.2)

Yes

1,002 (61.9)

360 (54.9)

Diet
704 (31.0)

No

248 (15.3)

121 (18.4)

Yes

1,570 (69.0)

Yes

1,370 (84.7)

535 (81.6)

1,497 (92.5)

605 (92.2)

3. 각 변수들에 따른 복부비만의 유병률

Table 3은 허리둘레 85 cm 기준으로 복부비만이 있는 군과 복부
비만이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고, 각 요인들에 따른 복부비만의 유
병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체활동이 중간 이상인 군보다 낮은 군에
서 복부비만율이 더 높았고,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에서

Non-smoker
Ex-smoker

56 (3.5)

24 (3.7)

Current-smoker

65 (4.0)

27 (4.1)

No

247 (15.3)

101(15.4)

Yes

1,371 (84.7)

555 (84.6)

Low

1,199 (74.1)

472 (72.0)

High

419 (25.9)

184 (28.0)

MET

1,144.59±1,394.32

995.68±1,444.89
350 (53.4)

이 더 짧았고, 주말 수면시간의 경우 7–9시간 군에 비해 7시간 미만

742 (45.9)

268 (40.9)

High

124 (7.7)

38 (5.8)

<5

383 (23.7)

123 (18.8)

≥5

1,235 (76.3)

533 (81.3)

과 복부비만 여부에 대해 단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보정한 교차비(adjusted odds ratio)는 단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복부비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만 교란 변수로 보정하여 다
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신체활동과 앉아있는 시간은 복부비만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복부비만은 감소하고, 앉아있
는 시간이 길수록 복부비만은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이 낮은 군에
비해 중간 이상인 군에서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복부비만에 대한

0.023
0.009

Sedentary time (h)

Sleep duration (wk)

0.011

6.87±1.18

6.77±1.38

0.084

<7 h

697 (43.1)

290 (44.2)

0.135

≥7, <9 h

832 (51.4)

317 (48.3)

≥9 h

89 (5.5)

49 (7.5)

7.47±1.31

7.27±1.52

0.002

<7 h

411 (25.4)

213 (32.5)

0.002

≥7, <9 h

929 (57.4)

329 (50.2)

≥9 h

278 (17.2)

114 (17.4)

No

473 (29.2)

231 (35.2)

Yes

1,145 (70.8)

425 (64.8)

14.13±1.71

14.46±1.92

<0.001

No

510 (31.5)

139 (21.2)

<0.001

Yes

1,108 (68.5)

517 (78.8)

Sleep duration (wd)

Diet

Menarche age (y)

0.005

Menopause

교차비(OR, 0.791; 95% CI, 0.651–0.962; P=0.019)가 유의하게 감소하

Parity

였고,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교차비(OR, 1.495; 95%

No

CI, 1.173–1.906; P=0.001)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의 경우

0.292

Physical activity
752 (46.5)

Table 4는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0.938

Stress

Moderate

4.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0.967

Alcohol

Low

인 군과 9시간 이상 군에서 복부비만율이 더 높았다.

0.068

Smoking

허리둘레도 높았다. 복부비만이 있는 군에서 주중과 주말 수면시간

www.kjfp.or.kr

0.002

Spouse

No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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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Yes

70 (4.3)
1,548 (95.7)

21 (3.2)

0.215

635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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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5시간 이상인 군에서 중년 여성의 복부비만이 증가하는 결

Table 3. Continued
Waist circumference
Variables

<85 cm
n=1,618

≥85 cm
n=656

P-value

No

377 (23.3)

105 (16.0)

<0.001

Yes

1,241 (76.7)

551 (84.0)

No

1,350 (83.4)

429 (65.4)

Yes

268 (16.6)

227 (34.6)

1,537 (95.0)

565 (86.1)

과를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 남성에서 5시간 이상
앉아있는 군이 비만 유병률이 높음을 밝혀냈다.18) 신체활동과 복부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앉아있는 시간

Breast feeding

및 신체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정확한 범

HTN
<0.001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수면 부족이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DM
No
Yes

81 (5.0)

<0.001

91 (13.9)

No

1,272 (78.6)

426 (64.9)

346 (21.4)

230 (35.1)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
았으나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Taheri 등19)과 Spiegel 등20)

Dyslipidemia
Yes

위와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0.001

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P-values were obtain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or chi-square test.

은 수면시간이 줄어들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leptin)과 그렐린
(ghrelin)의 변화가 비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연
구에서 수면시간이 복부비만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Theorell-Haglöw 등21)은 여성에서의 수면시간과 허리둘레는 음

주말 수면시간만 복부비만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주말 수면시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Sperry 등22)은 수면시간이

간이 7시간 미만이거나 7–9시간인 경우 복부비만과 통계적으로 유

짧을수록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말 수

의하였으나, 9시간 이상인 경우 복부비만과 유의한 관련은 없는 것

면시간이 7–9시간 군에 비해 7시간 미만인 군에서 복부비만에 대한

으로 보였다. 주말 수면시간이 7–9시간인 군보다 7시간 미만인 군에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수면시간이 짧을수

서 교차비가 1.406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권장 수면시간에 해당하

록 복부비만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반

는 7–9시간보다 적게 잠을 자면 복부비만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수면시간이 짧은

수 있었다. 한편, 생활습관 요인 중에서 식이(P=0.059)는 복부비만과

것만 문제가 아니라 권장 수면시간보다 더 많이 자는 것도 비만을 증

는 관련이 없으며, 여성 건강 관련 요인 중에서 초경 나이(P=0.956),

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 성인 여성의 수면 시

폐경(P=0.918)과 모유수유(P=0.053) 모두에서 복부비만과 통계적으

간과 허리둘레는 U자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3)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

로 유의하지 않았다.

면조사 연구이므로 각 변수들과 복부비만과의 연관성만 제시할 뿐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 수 없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고찰

다. 둘째, 신체활동 및 수면시간 등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기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복부비

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회상 바이어스

만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주일의 수면시간을 주중과 주말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표준 신체활동 지침으로 중

로 각각 나누어서 복부비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므로 주중과

강도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주말을 모두 포함한 수면시간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넷째, 본 연구에서 폐경여부는 자연폐경과 인공폐경을 모두 고려하

다. 성인의 권장 신체활동량은 600 METsㆍmin/wk 으로 이를 기준

였으나 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현재 치료 여부, 치료 약물 및 기간에

으로 신체활동이 낮은 군과 중간 이상 군으로 분류하여 로지스틱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아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체활동과 복부비만은 통계적으로 유의

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율이 감소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

나라 중년 여성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부인과적 요인, 그리고 신체활

Paek과 Hong 의 연구에서 35세 이상 여성에서 운동과 허리둘레의

동과 더불어 식이요법, 앉아있는 시간, 수면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도 복부비만

생활습관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복부비만과 신체활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군

동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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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abdominal obesity and variables
Variables
Age (y)

Unadjusted OR (95% CI)

P-value

Adjusted OR (95% CI)

P-value

1.059 (1.042–1.075)

<0.001

0.996 (0.971–1.022)

0.767

Education
Elementary

1

1 (reference)

Middle

0.575 (0.434–0.760)

0.003

0.642 (0.477–0.862)

0.003

High

0.368 (0.289–0.468)

<0.001

0.451 (0.338–0.600)

<0.001

≥College

0.270 (0.205–0.357)

<0.001

0.351 (0.248–0.498)

<0.001

Household income
Low

1

1 (reference)

Low-mid

0.816 (0.610–1.093)

0.173

1.013 (0.742–1.382)

0.937

Mid-high

0.644 (0.483–0.861)

0.003

0.953 (0.696–1.306)

0.765

High

0.473 (0.354–0.632)

<0.001

0.802 (0.580–1.110)

0.184

0.002

0.789 (0.645–0.964)

0.003

0.791 (0.651–0.962)

Job
No

1

Yes

0.748 (0.622–0.898)

1 (reference)
0.020

Physical activity
Low
Moderate/high

1
0.759 (0.633–0.911)

1 (reference)
0.019

Sedentary time (h)
<5

1

≥5

1.344 (1.071–1.687)

0.011

1.495 (1.173–1.906)

0.001

1.463 (1.189–1.801)

<0.001

1.406 (1.127–1.754)

0.003

1 (reference)

Sleep duration (wd)
<7 h
≥7, <9 h
≥9 h

1
1.158 (0.900–1.489)

1 (reference)
0.253

1.160 (0.888–1.516)

0.276

Diet
No

1

Yes

1.316 (1.085–1.595)

0.005

1.225 (0.992–1.513)

0.059

1.108 (1.053–1.165)

<0.001

1.002 (0.945–1.061)

0.956

<0.001

0.984 (0.716–1.351)

<0.001

1.286 (0.997–1.659)

Menarche age

1 (reference)

Menopause
No

1

Yes

1.712 (1.381–2.122)

1 (reference)
0.918

Breast feeding
No

1

Yes

1.594 (1.256–2.023)

1 (reference)
0.053

All variables were adjusted for age, education, household income, job, physical activity, sedentary time, sleep duration (wd), diet, menarche age, menopause, breast
feeding,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Rs and 95% CIs were obta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극적인 신체활동 및 건강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여 향후 복부비만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중년 여성의 비만 관리 및 건강 증진 프로

것으로 보인다.

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 여성은

2015년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세계 인구 전망 보고에

개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다양한 생활습관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따르면, 2015년–2020년도의 전 세계 여성의 기대수명은 73.9세로 높

필요하며, 평소에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실천과 같은 생활습

아졌고 한국 여성의 경우 85.7세에 도달했다.

관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4)

국내외적으로 성인

여성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한

요약

결과 신체활동과 복부비만은 연관성이 있으며, 신체활동이 증가할
수록 복부비만율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년 여성은 복부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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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체질량지수의 증가보다는 허리둘레의 증가가 만성 질환
의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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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에
서 복부비만율이 높으며, 신체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 여성에서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이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과 2017년에 시행된 제7기 1,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상기 자료 중 만 45세–65세 총 2,274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에서의 복부비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교란 변수를 보
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중년 여성의 허리둘레의 평균은 80.20±9.05 cm였고, 복부비만
의 유병률은 28.8%였다. 신체활동이 낮은 여성의 비율이 48.5%로 가
장 높았다. 신체활동이 적은 군에 비해 신체활동이 중간 이상인 군
에서 복부비만에 대한 OR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OR, 0.791; 95%

CI, 0.651–0.962; P-value, 0.019). 앉아 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
(OR, 1.495; 95% CI, 1.173–1.906; P-value=0.001)과 주말 수면시간의 경
우 7–9시간 군보다 7시간 미만인 군(OR, 1.406; 95% CI, 1.127–1.754;

P-value=0.003)에서 OR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우리나라 중년 여성에서 신체활동은 복부비만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단어: 복부비만; 허리둘레; 신체활동;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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