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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 사항을 권고하는 전향적인 

연구이다. 특히 다양한 요인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책 결과를 예

측하고 미래 건강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2008년부터 다양한 시범사

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왔다. 건강영향평가의 주제 영역은 복지, 교통, 의료, 문

화, 에너지, 환경, 교육, 토지개발, 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였다. 건

강영향평가의 핵심 연구과제는 건강의 결정 요인이며 건강영향의 결과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올해 세부 과제에서 추진한 미

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연구는 비만을 주제로 비만의 영향 요인

과 비만으로 인한 건강 결과의 예측을 시도하였다. 비만의 결정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차원과 관련

된 요소를 점검하고 정책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조언해 주신 고신대학교 의과

대학 고광욱 교수와 원내 이상영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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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17 Health Impact Assessment Projects 
Management : Application of Foresight methods for 

assessing obesity risk factors
1)Project Head ‧ Choi, Eun Ji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obesity and develop policy recommendations using foresight 

methods.

Method of the study

Researchers collected relevant resources with respect to obe-

sity policy and academic papers. In addition, we gathered in-

formation from overseas experts. We conducted a delphi-sur-

vey to 30 Korean experts. We conducted a telephone based 

survey of 1,000 people aged 19 to 59 to get information on 

obesity issue and its future impacts. The delphi survey and tele-

phone survey were conducted in August and September. A 

quantitative method was applied to obesity and illness to fore-

cast the impacts.

Co-Researchers: Kim, Hye-Ryun ․ Lee, Suehyung ․ Yee, NanHee ․ Kim, J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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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gender,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were 

important independent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obe-

sity level and weight management behavior. 

Experts perceived childhood obesity is a major issue for fu-

ture obesity related health problems. Obesity can increase fu-

ture health disparity as well.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DYNAMO-HIA forecasted that 

obesity rate in Korea will increase in the next 25 years and this 

may affect healthy longevity.



요 약 <<

Ⅰ. 서론

⧠ 미래연구의 배경

○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을 수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향적인 

연구 방법임. 특히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

인의 변화 동향을 감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연

구임(Fehr, Viliani, Nowacki, & Martuzzi, 2014).

○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건강영

향을 예측하는 모델도 여러 가지가 적용됨.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과 강화 요인, 개인 및 인구집단의 노출 정도 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환경과 심리사회적 요인, 정치경제적 차원이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식화한 모델도 있음.2)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도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하여 미래예측의 도구를 제

시한 바 있음. 미래예측 도구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환

경적 요인 및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를 전

망하고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은 보건 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

고 있음. 보건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의 전망

2) DPSEEA model: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201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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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질병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전망을 위해서 미래예측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미래의 변화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거나 트렌드 분석, 비전 개발을 하게 됨

(Hancock, & Bezold, 1994).

○ 독일 교육 및 연구연방부서에서 도입한 정책 개발의 미래예측 방

법의 기능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Cuhls, Beyer-Kutzner, 

Ganz, & Wamke, 2009, pp. 1194-1195).

－ 정책을 알리는 기능: 변화의 다양성과 미래의 도전, 선택 가능

한 대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개념화하고 도식화하기 위함임.

－ 정책의 이행을 활성화하는 기능: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

의 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변화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함임.

－ 정책 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능: 시민사회가 정책 입안 과

정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정책의 의미를 지원하는 기능: 정책의 의미와 이행력을 증가시

키는 세부적인 선택사항으로 집합적인 노력의 과정이 연결되

게 하기 위함임.

－ 정책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기능: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함임.

－ 상징적인 기능: 정책이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공공

에 알리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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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과 활용 방안 연구의 목적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건

강영향평가에 적용 및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적이 있음.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비만의 건강 결과를 예측하

고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을 전망했으며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개발

하였음. 

－ 본 연구의 범위는 비만의 건강영향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생태

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미래예측연구 방법의 적용과 활용 중심

임.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비만 영향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음.

Ⅱ. 연구 방법

⧠ 미래예측연구와 관련한 문헌자료 수집

○ 미래연구(Foresight) 관련 자료 수집

－ 영국, 호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활용하는 미래예측 기법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함.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개발된 미래연구모형

을 반영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 비만 위험 요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하는 모형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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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행태모형으로 설명되는 다양

한 요인이 비만의 결정 요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음(김명 등, 2017).

－ 비만의 결정 요인이 사회생태적 요인과 Causal Web 모델로 설

명될 수 있어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추진(약 1,000명): 비만 및 도시의 건강한 

미래에 관한 주민의 인식과 장애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 설문 내용

－ 비만 증가에 대한 인식(성인, 청소년별 현재 상태와 추세, 전망)

－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주요 원인(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 체형(body image) 인식

－ 비만 예방과 관리서비스 필요성과 요구도 수준(개인적, 사회

적 요구도)

－ 비만의 결과에 대한 인식

－ 도시의 건강한 미래와 관련된 요인(건강한 생활습관, 급속한 

노화, 사회환경 요인 등)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지역사회 비만의 결정 요인, 건강도시의 

요인 등에 관한 질적 조사(2회)



요약 7

○ 설문 내용: 비만 문제의 추세,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 

도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 해외 출장

○ 출장의 필요성 및 목적

－ 비만 및 미래예측 기법에 대한 자료 수집

－ 건강영향평가, 건강형평성 중심 도구에 관한 자료 수집

○ 방문 기관

－ 호주 멜버른 라트로브대학 Dr. Sally Fawkes 면담

－ 호주 리버풀 지역 건강불평등 연구센터(CHETRE: Center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호주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일차보건의료 및 형평

성 연구센터(UNSW Sydney Research 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and Equity)

○ 방문 기간:  5월 14~19일(4박 6일)

○ 출장 결과

－ 미래예측 기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협력 방안 논의

－ 건강도시의 건강영향평가 기법 개발

○ 주요 자료 수집 결과

－ Foresight와 forecasting의 차이점.

－ Foresight: 몇 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

－ Forecasting: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명확히 정의된 

규칙에 따라 분석적으로 미래를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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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다르게 유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예측 과정에서 알려진 요인과 알려지지 않은 요인을 다각

적으로 검토함(complexity, uncertainty & assumption; 

anticipate to look at alternatives; health risk 

assessment와는 다른 개념임). 

－ 지역적 데이터와 국제적 수준의 경향(global trend 또는 

mega trend)을 고려함. 

－ 캐나다의 경우 정책 개발을 위하여 community visioning 

exercise를 시행하는 곳도 있음.

－ WPRO에서는 Health Promotion framework를 개발하는

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Ⅲ. 연구 결과

⧠ 국외의 비만 지표 동향과 공통점  

○ WHO, 유럽연합(EU), 국제비만기구 및 건강도시 관련 국제기구

나 미국 등의 사례와 기존에 제안된 비만 예방관리와 관련된 국내 

정책연구, 최근의 건강도시 권장 지표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동향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만의 예방

과 관리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 다양한 비만 결정 요인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함. 



요약 9

○ 비만 결정 요인은 개인의 식품 섭취, 신체활동 수준과 개인의 사

회경제적 상태가 직접적 요인이지만, 개인을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 규범, 물리적 환경, 국가와 국제적 요인 등의 복합

(complex) 산물이라는 국제비만위원회(IOTF: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의 ‘비만 Casual-web’ 개념이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음.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과 정책적 지지가 필

요함 

○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행동 변화,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더구

나 기존의 우리나라 비만 예방이나 관리 사업이 개인적인 접근, 

정보 제공과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적 접근으로 편중되어 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유승현 등, 2016, p. 53). 

○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과 환경, 나

아가 도시계획과 디자인, 교통 등의 환경 여건 조성이 점점 더 강

조되는 추세임.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책무, 지지적인 

다양한 부문의 공공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전략에서

는 정부의 정책, 식품 공급 부문의 역할, 미디어의 정보제공 역

할과 광고 규제,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역할, 학교와 사업장에

서의 비만 예방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적 접근

보다는 정책적, 환경적 접근임을 볼 수 있음. 미국의학회

(IMO: Institute of Medicine)의 비만 예방 전략 지표에서도 

환경 조성이 강조되었음. WHO 비만 예방 정책 목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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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보면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지지적 환경 조성, 지

지적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요 전략으

로 권고하고 있음. 또 비만 발생에 결정적인 영양을 미치는 식

생활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성과 정책 지지를 핵

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비만 결정 요인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비만이 개인의 행태를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적 규범, 물리적 환

경 등 식품영양, 신체활동 및 체육, 미디어, 유통, 교통, 도시 제반 

시설 등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양한 부문 간 협력, 정부의 부처 간 협

력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관련 사업에서 관련 부

처나 기관, 사업 간의 연계나 통합 및 협력이 매우 미흡하므로 사

업의 중복이나 공백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

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김혜련 등, 2009). 

○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기존 비만 정책

과 사업이 협력과 거버넌스, 자원의 연계가 부족하며, 다부문 접

근이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대적 접근보다는 단일 부처 

중심의 개별 단위사업 형태로 수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유승현 등, 2016, p. 53).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확보 

○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 비만 정책과 



요약 11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낮았던 점은 평가와 연구 부분으로 그동안 

비만 관련 사업에 효과평가나 과정평가를 시도한 경우가 많지 않

았으며, 근거 기반 중심에서 사업 운영의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내

었다고 지적한 바 있음(유승현 등, 2016, p. 58).

○ 성인,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성별 비만 수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에 대한 

지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어야 함. 이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에 피드백되고 조정되

며, 근거 기반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

록 기초 통계와 자료가 생산되는 시스템, 예를 들면 WHO에서 제

시된 시스템3)과 같은 사업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비만의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

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문헌고찰 및 해외출장, 국내자료 수집을 통하여 미래예측연구 방

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요 모델을 고찰하였음.

－ 비만의 결정 요인은 식생활과 식품 섭취 환경, 신체활동 및 신

체활동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파악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의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비만 수준보다 10년 

이후의 비만 영향력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일반인 대상 전화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비만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 비만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심리적 스

3) WHO 비만 예방사업 핵심 영역 모델(WHO,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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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유전 및 가족력,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소아비만의 문제는 가장 적게 인지하고 있었음.

－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력은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증

가>음주 증가>신체활동 감소 환경>대중매체 영향>혼자 밥 먹

는 생활양식 증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 1,000명 중 체중 조절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4%였

음. 이들의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7만 5000원이었음.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상하는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6만 

6000원이었음.

⧠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미래정책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

○ 소아비만 증가에 따라 성인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저소득층, 다문

화가정의 비만율이 증가하여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고도비만이 현재는 적지만 미래에 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됨.

○ 보디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속되어 체중 조절 요구

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올바른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하고,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정보

의 접근성이 취약계층에는 더 제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비만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와 정보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 

비만 예방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함.



요약 13

○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시민의식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계도해야 함.

○ 비만관리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만 위험이 큰 취약

계층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것임.

○ 개인 중심의 역할 지원으로 정책이 제한된다면 다른 사회환경적 

영향이 간과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정, 직

장, 학교 등 각 생활터 중심으로 지원적 환경 조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 공

공 분야와 의료기관, 관련 산업 분야 등 민간 분야에서 함께 이루

어져야 하는 노력이며, 건강을 고려한 비만 예방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함. 

－ 의료기관의 비만 시술과 민간 산업 분야의 관련 프로그램 자체

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기보다 접근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함. 

－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

스는 이용시간, 접근성 등이 제한적으로 주민의 이용 편의 혹

은 이용 가능성이 낮아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

과 시설을 활용한 민간 분야의 서비스와 협력 혹은 연계 방안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웹 기반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

지만 모바일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들

의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공공 부문에서 투자하고 활용

하기 위해서는 그 실용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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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과 비만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

⧠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제언

○ 정부 부처 간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상시

적 조직이 필요함.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 지원 조직이 필요함.

○ 올바른 식품 선택과 식생활을 지원하고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환

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

획하여야 할 것임.

－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보행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직장인의 

신체활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정부 주도적으로 식품산업 계도를 통한 개인 식생활 개선사업

이 필요함.

○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생활실천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사업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따라서 지역사회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취약한 인구집

단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 결과 비만의 결정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향후 정책 지표 및 전략을 개발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 정보의 국정과제인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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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1.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추진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정부 사업의 결과에 따른 건강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도구이다. 우리 원

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건강영향평가의 주

된 역할은 건강의 결정 요인을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특

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데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물리적 건강위해성을 포함하면서, 사회경제정책변화

와 보건의료제도정책의 변화에 의한 정신적 사회적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서미경, 박윤형, 문옥륜, 2008).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건강영향평가가 실

시되고 있으나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

도록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강영향평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침 보급이 필요하다.

WHO Western Pacific Region의 환경보건포럼에서 추진하는 아․태
건강영향평가 작업그룹(TWG: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의 설치에 따라 2010년 4월에서 2013년 4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장기관(chair institution)으로 역할해 왔다.4)

4) 회원국 8개국(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한국) 10개 기관의 건
강영향평가 담당자, 국제 파트너 3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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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08~2017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추진 현황

사업 내용
도입기 확산기 

2008 2009 2010 2011-2013 2015 2016 2017-

 1. 여러 정부 단위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역량 강화

(1)건강영향평가 사업 추진 
①중앙정부 ⊙ ⇢
②지방정부 ⊙ ⊙ ⊙ ⊙ ⊙ ⊙ ⇢

(2)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영향평가 지침 개발 
평가도구 개발 

⊙ ⊙ ⊙ - ⇢
 2. 건강영향평가 수행 인력 역량 강화

(1)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운영 ⊙ ⊙ ⊙ ⊙ ⊙ ⇢
(2)교육훈련(세미나, 워크숍) ⊙ ⊙ △ ⊙ △ △ ⇢

 3. 건강영향평가 제도적 도입 지원

(1)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①국내 ⊙ ⊙ ⊙ ⊙ ⇢
②국외

⊙ ⊙ ⊙ ⊙ ⇢⇤TWG의장기관⇥ ⊙ ⊙

(2)법제화 연구 ⊙ ⊙ ⇢

소,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유엔환경위원회(UNEP) 관계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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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는 세계

보건기구의 건강도시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요소에는 건강영향평가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에 평

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및 도시민

의 건강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 추진과 건강영향평가 주체의 역량

강화 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Gov. uk, 2014).

세계보건기구의 건강한 장소(settings) 중심 정책이 건강도시정책으로 

발전하였고, 1987년에 수립되었으며, 당시 약 11개 유럽 도시가 속해 있

었다. 장소 접근법은 잇달아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유럽에는 1,400여 개

의 건강도시와 건강마을이 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공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부문 간 협력관계 조성, 건강을 위한 공공의 책임, 

부문 간 책임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미래예측정책 개발의 과정(Foresight tool 활

용)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20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방안

〈표 1-2〉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의 미래예측정책 개발 과정의 모형

1단계 도시 지역과 도시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2단계 우선순위의 도시 건강 문제를 그룹화

3단계
건강 문제의 영향과 추세에 관한 분석: 경제적, 법적, 환경적, 가치, 기술, 윤리, 
사회, 정치적 추세

4단계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환경 이슈가 도시건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5단계 가능한 미래를 예측 또는 가정하는 신속한 시나리오 개발

6단계
우수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개발·시나리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7단계 장기적인 계획

8단계 이해관계자 파악

9단계 건강도시의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적 계획 개발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서태평양지역 도시건강을 위한 프레임워크 
2016-2020: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pp. 66-67.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정책 개발 과정의 모형 단계 중 3단계

에서 분석되는 추세의 내용을 개인과 인구집단을 둘러싼 다양한 영향 요

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개인과 집단의 건강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 요인이 물리사회적·생태학적 요인을 포함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명 등, 2017).

3. 미래예측 방법 연구의 배경

건강영향평가의 과정은 스크리닝, 스코핑, 분석, 정책 개선의 권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스크리닝의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은 정책의 가치와 목적에 있다. 도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

하여 예상되는 사회환경 변화의 전망에 따라 개별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시 여부와 건강결정 요인의 평가,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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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관련한 정책 권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결정을 수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향적인 연구 

방법이다. 특히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 

동향을 감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이다(Fehr et 

al., 2014).5)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건강영향을 

예측하는 모델도 여러 가지가 적용된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과 

강화 요인, 개인 및 인구집단의 노출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과 

심리사회적 요인, 정치경제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

식화한 모델도 있다.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

한 도시미래정책 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는 미래예측 도구는 건강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 및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

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예측 방법의 적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

일 교육 및 연구연방부서에서 도입한 정책 개발에서 미래예측 방법의 기

능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Cuhls et al., 2009).

－ 정책을 알리는 기능: 변화의 다양성과 미래의 도전과 선택 가능한 대

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개념화하고 도식화하기 위함임.

－ 정책의 이행을 활성화하는 기능: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도전을 

공유하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변화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정책 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능: 시민사회가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4) 
6) DPSEEA model: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2016),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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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의미를 지원하는 기능: 정책의 의미와 이행력을 증가시키는 세

부적인 선택사항으로 집합적인 노력의 과정이 연결되게 하기 위함임.

－ 정책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기능: 장기적인 도전의 과제를 다룰 수 있도

록 정책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함임.

－ 상징적인 기능: 정책이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공공에 알리

기 위함임.

보건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전망이나 질병관리와 

관련된 의료정책의 전망을 위해서 미래예측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미래

의 변화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환경적, 사회적, 의

료관리적, 경제적, 정치적 결정 요인이 생물생리학적, 유전적 요인과 함

께 건강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 분야의 연구자들은 다양

한 요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거나 트렌드 분석, 비전 개발을 하게 된다(Hancock & Bezold, 

1994).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래연구 방법을 활용하

고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전략을 개발하였다. 정치경제와 사회환

경의 다양한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건강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이나 건강취약성을 유발시키는 요인

을 평가하고 정책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비만의 건강영향 요인과 관련된 사회생

태적 건강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예측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



제1장 서론 23

구에서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건강영향평가에 활

용할 때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건강영향과 비만의 결정 요인을 사회생태적 측

면에서 분석하고, 미래예측 과정을 적용하여 중장기적 전망과 정책 권고

안을 개발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투입, 예측 

과정, 산출의 순서에 따라 문헌자료 수집, 해외출장을 통한 전문가 자문 

및 자료 수집,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등을 수행

하였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그림 1-1] 참조).

⧠ 미래예측연구에 대한 문헌자료 수집

○ 미래연구(Foresight) 관련 자료 수집

－ 영국, 호주,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활용하는 미래예측 기법의 적

용과 활용에 관한 문헌자료를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방법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이내모 

모형을 활용하여 비만의 역학적 결과를 예측하는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 비만의 결정 요인에 관련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사회생태적 요인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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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추진(약 1000명): 비만 및 도시의 건강한 미

래에 관한 주민의 인식과 장애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만증가에 대한 인식(성인, 청소년별로 현재 상태와 추세, 향후 

전망 인식)

－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주요 원인(경제적, 사

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

－ 체형(body image) 인식

－ 비만 예방과 관리서비스의 필요성과 요구도 수준(개인적, 사회적 

경험과 요구도)

－ 비만의 영향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인식

－ 도시의 건강한 미래와 관련된 요인(건강한 생활습관, 급속한 노

화, 사회환경 요인 등)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 조사 대상: 30인 정도의 비만 관련 전문가

○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지역사회 비만의 결정 요인, 건강도시의 

요인 등에 관한 질적 조사

○ 설문 내용: 비만 문제의 추세,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 

도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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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조사 내용 개발 

일반인 중 조사에 관심이 있는 과체중 및 비만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인

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비만에 대한 인식, 체형(Body image)에 대한 인식, 비만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등이다.  

⧠ 해외출장

○ 출장의 필요성 및 목적

－ 비만 및 미래예측 기법에 대한 자료 수집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건강형평성 중심 도구에 관한 

자료 수집

○ 방문 기관

－ 호주 멜버른 라트로브대학 Dr. Sally Fawkes 면담

－ 호주 리버풀 지역 건강불평등 연구센터(CHETRE: Center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호주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일차보건의료 및 형평성 

연구센터(UNSW Sydney Research Center for Primary 

Health Care and Equity)

○ 방문 기간: 5월 14~19일(4박 6일)

○ 출장 결과

－ 미래예측 기법에 관련한 자료 수집 및 협력 방안 논의

－ 건강도시의 건강영향평가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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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료 수집 결과

－ Foresight와 forecasting의 차이점

∙ Foresight: 몇 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미래 시나리오를 구

성한다.

∙ Forecasting: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명확히 정의된 

규칙에 따라 분석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 미래는 다양한 요인으로 다르게 유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예

측 과정에서 알려진 요인과 알려지지 않은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

토하게 된다(complexity, uncertainty & assumption; 

anticipate to look at alternatives; health risk assessment

와는 다른 개념임). 

－ 지역적 데이터와 국제적 수준의 경향(global trend 또는 mega 

trend)을 고려한다. 

－ 캐나다의 경우 정책 개발을 위하여 community visioning 

exercise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 WPRO에서는 건강도시의 Health Promotion framework를 

개발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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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미래연구 방법을 활용한 과거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30년 유엔미래보고서에서는 비즈니스, 정치, 건강과 의

료, 사회문화, 주거, 에너지와 환경 등 주요 분야의 메가트렌드를 전망하

였다(박영숙 등, 2012). 이러한 여러 전망의 중심은 인간의 건강과 장수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이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확인하고 관련된 사회적 영향 요인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주요 선행연구 요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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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과제명: 우리나라 중장기 미
래 전략활동의 평가와 과제

-연구기관: 박병원(2014), 
Future Horizon,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2권, 4-7 

-문헌 고찰 -우리나라 미래 전략 연구의 현
황과 평가: 정치주기 및 경제주
기와 연동되어 연구가 추진됨.

-미래 전략 연구의 최근 활성화 
동향 

-과제명: 미래연구방법론을 적
용한 한국의 미래 의생활 예
측

-연구기관: 서울대학교대학원 
의류학과 배윤지(2016)

-Foresight의 방법을 적용
한 델파이조사

-한국의 미래 의생활 예측  시나
리오와 전략 (4가지) 개발함.

-과제명: 영국의 비만정책 평
가와 전망

-Framing Obesity in UK 
policy from the Blair 
years, 1997-2015, World 
Obesity, obesity reviews. 
397-411

-연구자: Stanley J. Ulljaszek, 
Amy K. Mclennan(2016)

-1997년부터 2015년까지의 
22개 정책문헌을 분석함.

-과거 미래예측 기법의 과정
을 활용하여 추진된 비만정
책을 재조명하고 평가함.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비만
인구의 동향을 조망함. 현대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술발전에 노
출되는 개인은 비만의 경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국
한하는 문제와 집단적 책임으로 
조망하는 문제를 향후 근거와 
정치적 논의를 통해 균형 있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함.

-과제명 : 호주에서 환경정책
결정에 미래전망기술을 적용 
Strategic foresight:how 
planning for the 
unpredictable can 
improv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2014)

-문헌 고찰 -환경 부분의 여러 가지 위험 요
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하여 전략적인 미래예측 기법으
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
한 전망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
을 개발할 수 있음.

-과제명: 공공행정계획에 전략
적 미래예측평가 기법의 비교 
연구 Strategic foresignt in 
public policy:reviewing 
the experiences of the 
UK, Singapore, and the 
N e t h e r l a n d s ( 2 0 1 0 ) , 
Futures, 42, 49-58

-저자: Beat Habegger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미래예측 기법 활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영국의 Foresignt program, 싱
가포르의 Ri나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네덜란드
의 Horizon Scan Project에서 
반영되는 미래예측의 요소와 전
략적 평가의 과정을 연구함.

-과제명: 식수안전정책을 위한 
구조화정책에 대한 미래예측
기법의 활용

-문헌 고찰

-캐나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3회)

-Foresight기법을 델파이조사에 
활용하였음.

-식수안전기법에 대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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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A Delphi Technology 
Foresight Study: Mapping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Evidence on 
Metagenomics Tests for 
Water Safety(2015)

-저자: Stanislav Birko, 
Edward S. Dove, Vural 
Ozdemir

 분야를 도출하였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을 하였음. 

-과제명: 2025건강관리시스템 
시나리오 및 서비스와 제품디
자인 아이디어 도출(2014)

-저자: 박혜정, 김원택

-Design Convergence 
Study, vol.13, no. 3, 
48-62

-Foresight scenario기법을 
활용한 워크숍을 통해 사회
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
적, 정치적 영역별로 미래 
전략을 매핑함.

-4D아바타기술을 활용하여 실시
간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중심의 의료시스템 디자인
을 개발함.

-과제명: 부산시 해운대구 동
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미래예측에 관한 시론적 
연구(2015)

-저자: 이동규, 민연경, 유민환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봄호),  279-301

-Standford research 
institute의 시나리오 분석
을 활용하여 미래예측 전략
을 제시함.

-불확실성 예측을 설정하여 클러스
터, 자생, 현상유지, 스필오버 효
과 등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함.





미래예측 방법과 

비만의 건강결과 추정

제1절 미래연구의 정성적 방법

제2절 건강영향의 정량적 예측 방법 

제3절 비만의 역학적 요인 분석 

2제 장





제1절 미래연구의 정성적 방법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려 할 때 고려하려는 미래의 영향 요인 범위는 

변화 없는 상태(business as usual), 가능성(possible), 그럴듯한 가능성

(plausible), 개연성(probable), 선호하는 미래(preferable)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Hancock & Clement, 1994). 

미래연구의 과정은 투입(Inputs), 예측 과정(Foresight), 산출

(Outputs)의 단계로 크게 구분된다(Voros, 2003). 투입은 이슈에 관련

된 지식을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투입하는 단계이다. 예측 과정은 자료의 

분석, 해석, 예측 및 전망 등의 단계로 나뉜다. 예측 과정을 거친 산출물

은 대응정책 또는 전략보고서로 볼 수 있다(<표 2-1> 참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파퍼(Popper, 2008)의 미래예측연구 방법

(Foresight Methodology)에서 소개된 미래예측 다이아몬드(Foresight 

Diamond)에는 창의성(creativity), 상호협력성(interaction), 전문성

(expertise), 근거 기반(evidence)의 네 가지 꼭짓점이 있으며 다양한 연구 

방법을 구분하는 축이 있다. 

미래연구에 대한 226개 문헌 검토 결과 미래를 예측하는 기반이 되는 

요소는 기술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순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er et al., 2014).

미래연구(Foresight)는 체계적이고 참여적이며 정책 개발의 과정이다. 기

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정

미래예측 방법과 비만의 
건강결과 추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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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political), 윤리적(ethical) 측면의 TEEPSE를 고려하며 미래를 예측

(anticipating)하고 권고(recommendation)하며 변화(transforming)

하게 하기 위한 ART활동을 의미한다.7)

〔그림 2-1〕 미래연구의 개념

자료: Voros, J. (2003). A generic foresight process framework. Foresight, 5(3), p. 13.
Hancock, T. & Bezold, C. (1994). Possible futures, preferable futures. Healthcare 
Forum Journal, 37(2) p. 25.

7) Popper, R. (2008). Foresight Methodology, in Georghiou, L., Cassingena, J., Keenan, 
M., Miles, I., & Popper, R. (eds).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 Edwad 
Elgar, Cheltenham, 44-88. https://rafaelpopper.wordpress.com/foresight-diamond/; 
Dr. Popper’s Foresight & Horizon Scanning Blog 2017. 9.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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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래연구 방법의 종류

자료: Popper, R. (2008). Foresight Methodology, in Georghiou, L., Cassingena, J., 
Keenan, M., Miles, I., & Popper, R. (eds).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 
Edwad Elgar, Cheltenham, 44-88. https://rafaelpopper.wordpress.com/foresight
-diamond/에서 2017. 9.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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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래연구의 스마트퍼즐 개념도

자료: Popper, R. (2011). SMART Futures Jigsaw. https://rafaelpopper.files.wordpress.
com/2010/04/rp_2011_smart-futures-jigsaw.jpg에서 2017. 9.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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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래연구의 투입, 과정, 산출 방법

구분 방법

투입
(Inputs)

전략적 지식정보, 델파이, 단기적 미래상황 자료 
수집

미래 분석 
과정

(Foresight)

분석(Analysis) 새로운 이슈, 경향, 횡단적 영향 분석

해석(Interpretation) 체계적 사고, 인과관계 분석

예측(Prospection)
시나리오, 비전 설정, 규범적 방법, 

재구성(backcasts)

산출
(Outputs)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워크숍, 멀티미디어 활용

결과
(Strategy)

전략 개발, 전략 계획, 추진 집단 구성

자료: Voros, J. (2003). A generic foresight process framework. Foresight, 5(3), p. 11.

〔그림 2-4〕 도시미래정책계획의 시간적 개념

25년 후 50년 이상

자료: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6). Future of Cities: Foresight for Cities: 
London, United Kingdom.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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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래예측을 위한 정성적 방법을 적용하여 건강도

시의 정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의 환경적 

위험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는 DPSEEA 모델이 소개되었고, 주요 위험 요

인의 대응 방안을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성적 미래예측의 모형에는 도시의 건강 문제를 그룹화하고, 추세의 영

향 분석을 하며 단계별로 미래영향을 평가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영

향 과정을 재구성하고 검토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한국건

강증진개발원, 2016).

제2절 건강영향의 정량적 예측 방법8)  

1. 정량적 분석 방법 

정량적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quantification)는 다소 상반되

면서도 관련성이 있는 정책(policy)과 과학(science)이란 두 가지 큰 맥

락 속에서 결정된다. 최근 들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이 요

구되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의사결정 단계에서 현형 분석 보고서, 정책 브리

핑, 전문가 자문, 전통적인 건강영향평가 방법, 정치적 담론,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평가(assessments) 방법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정량적 건강

영향평가 방법 유형은 다음과 같다. 

8) 본 절에서 정리한 건강영향평가 양적 방법론은 2010년 Fehr와 Mekel(2010)의 Scientific 
Expert Workshop(Quantifying the health impact of policies – principles, methods, 
and models)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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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측정(health reporting) 및 건강영향추정(health fore-

casting)에 초점을 둔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및 추이, 건강의 결정 

요인, 건강 결과(health outcome) 평가

∙ 건강욕구평가(health needs assessment)와 건강자산평가(health 

assets assessment)

∙ 전향적 영향평가(what-if or prospective impact assessment)

∙ 보건의료성과평가(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 특정 정책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후향적 평가(ex-post assess-

ment) 

건강영향평가에서 정량적 분석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정성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HIA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협력센터(WHO CC)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략적 환경평가, 사회적 영향평가, 지속적 

영향평가, 건강기술평가 등을 연계한 건강 관련 영향평가(Family of 

health-related impact assessment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는 개별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다른 영향평가의 융합적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동일한 정책·계획·프로그램에 적용된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평가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간 주목

받지 못했던 비보건 분야 건강영향평가에서도 정성적 방법론과 더불어 

정량적 방법론을 적용, 확대함으로써 좀 더 과학적인 연구 결과 산출에 

노력하고 있다 .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은 건강영향평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

을 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잠재적 정책대

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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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가치와 모형을 가정함에 따라 부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GIGO: Garbage in, garbage out)과 분석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 때때로 분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

다 복잡해서 이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른 각도(모형)에서 동일한 자료를 분석할 경우 상

반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분석 시 많은 자료

를 요할 경우 자료 구입과 처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있

는지 판단해야 한다. 

2.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방법 유형

가. 인구집단 건강수준 측정(SMPH: Summary of Measures of 

Population Health)

인구집단의 종합적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건강지표로는 질보정생활연수

(QALYs: Quality Adjusted Life Years), 건강생활연수(HEALYs: 

Healthy Life Years), 활동장애가 없는 건강여명(DFLE: Disability-free 

life expectancy), 활동적 건강여명(ALE: Active Life Expectancy), 장애

보정손실연수(DALYs: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등이 있다. 

이 중 DALYs는 사망과 질병을 기반으로 인구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수

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건분야와 건강영향평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DALYs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개발된 지표로 조기사망으로 손실된 

연수(YLL: Years of Life Lost)와 비치명적 건강 결과인 장애로 손실된 

연수(YLD: Years lost due to disability)를 합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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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임의로 정해지는 어떤 수명의 한계에서 사인 1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 시점의 연령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는 이 

특정 질병이 가져오는 장애의 종류와 그 중증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며 사망을 1로 보고 완벽한 건강상태를 0으로 보아 그 사이의 값을 

부여한다. 위 식을 이용하여 구한 장애보정손실년 1은 조기 사망 또는 특

정 질병의 이환이나 상해로 잃어버린 건강한 삶 1년에 해당하므로 DALY

가 크면 클수록 질병 부담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에서 DALY는 건강 위험의 요인별 질병 부담

(DALY) 또는 환경성 질병 부담(EBD: Environmental burden of dis-

ease)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때 건강 위험의 요인별 질병 부담은 특정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 부담의 크기를 말하며 [그림 2-5]와 같은 로직을 

거쳐 산출된다.

〔그림 2-5〕 위험 요인에 따른 DALY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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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Y 등 인간의 건강 수준을 측정(SMPH)하는 방법은 비교 가능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정책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과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수준 측정 방법이라는 점 때문에 건강영향

평가 측정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론 DALY를 이용한 질병 부담 연구가 한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측정도구로서 DALY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있다. 그중 대

표적인 것은 장애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DALY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장

애를 가진 상태로 1년을 사는 것은 장애가 없이 사는 것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재는 장

애가 없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

다. 또한 질병의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연령과 성별뿐이라는 평등주

의 원칙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질병을 가진 환자의 환경, 즉 

소득의 크기나 가족과 친구의 지지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질병의 

부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

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자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측면에서도, DALY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이며, 

자원 배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DALY의 크기보다는 중재의 

한계 비용 효과성(marginal cost effectiveness)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한 연령별 가중치, 즉 성인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 특징과 시간 할인율의 

적용은 이러한 특징이 연령별, 세대별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하

는 의견이 있다(오인환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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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도구명 국가 일반/특정

ARMADA
Age Related Morbidity and Death 

Analysis
UK

Environmental 
risks

DYNAMO-HIA
Dynamic Modelling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EU(NL) Generic

HECOS
Health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smoking
UK for 
WHO

Smoking

Foresight 
Obesity Model

NA UK Obesity

Health 
Forecasting

NA USA (CA) Generic

IMPACT
Generic Tool for Modelling and 
Simulation Public Health Policy

UK
Cardiovascular 

disease

ICT Impact Calculation Tool EU(FL, NL)
Environmental 

risks

INTARESE/HEI
MTSA

Integrated Assessment of Health 
Risks of Environmental Stressors 

in Europe/Health and 
Environment Integrated 

methodology and Toolbox for 
Scenario Assessment 

EU
Environmental 

risks

나. 모형 및 추정에 기반을 둔 건강 수준 측정 

모형 및 추정에 기반을 둔 건강영향평가 방법은 <표 2-2>와 같이 전반

적인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특정 질환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분석적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

lation)에 기반을 둔 분석과 마콥 모형(Markov modeling)에 기반을 둔 

분석과 특정 위험 요인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건강영향 분석 외에도 동태적 인구집단(Static population)을 가정한 분

석과 다이내믹한 인구집단(Dynamic population)을 가정한 분석 등 다

양한 분석 방법이 있다.

〈표 2-2〉 모형 및 추정에 기반을 둔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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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도구명 국가 일반/특정

MSLT
Proportional Multi State Life 

Table
NL Generic

POHEM Population Health Modelling Canada Generic

Prevent NA NL Generic

QBM Quit Benefits Model Australia Smoking

RIVM-CDM
Rijksinstituut voor 

Volksgezondheid en Milieu (RIVM) 
Chronic Disease Model

NL Generic

SimSmoke
Simulation model of tobacco 

control policy
USA Smoking

주: CA - California, EU - European Union, FI - Finland, NL - Netherlands, UK - United 
Kingdom, USA - United States of America

자료: Fehr, R., Hurley, F., Mekel, O., &  Mackenbachl, J. P.  (2012).  Quantitative health 

impact assessment: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Commentary, p. 2.

정량적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중 대표적인 분석 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PREVENT 

다이내믹 인구집단 모델에 기반을 둔 ‘PREVENT’는 1986년 Jan 

Barendregt에 의해 개발된 모형이다. 본 프로그램은 특정 질환의 위험 

요인의 변화가 해당 질환의 건강결과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부 메커니즘(mechanism)하에 작동되는 모형으로, 여러 개의 위험 요

인과 건강 결과(health outcome)를 동시에 고려하고 위험 요인과 건강 

결과 간의 시간지연 효과(lag time)를 반영하며, 정책 개입 효과를 실제

시간(real time)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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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요인의 인과관계망

주: Causal web: CHD(예시))
자료: Fehr, R., Hurley, F., Mekel, O., &  Mackenbachl, J. P.  (2012).  Quantitative health 

impact assessment: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Commentary, pp. 1-4.

PREVENT는 두 개의 시나리오 즉, 기준 시나리오와 정책 개입 시나리

오간의 차이를 통하여 정책 개입으로 인한 건강 결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현재 3.0 version까지 나왔으며 3.0 version에서 투입 변수의 형태는 

연속 변수, 범주형 변수 모두 적용 가능하다. PREVENT는 ‘Causal web’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의 동시다발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

고,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s)를 이용하여 기여위험도(PIFs, TIPs)를 

산출한 뒤 위험 요인 노출에 따른 건강 결과의 변화분을 산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빈 셀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

의 셀에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 자료인 기준연도

에 해당하는 인구, 총사망, 추계 인구와 질환 유병률과 발생률, 질환의 위

험 요인의 상대 위험도 등의 정보를 투입하면 성, 연령에 따른 인구변화

율, 위험 요인 변화율, 질환분포 변화율 등의 정보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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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YNAMO-HIA 

DYNAMO-HIA는 정책 개입에 따른 잠재적 건강영향(건강 위험 요인

의 변화가 건강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추정을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DYNAMO-HIA는 특정 건강영향이 아닌 일반적 건강영향을 두루 평

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건강영향 측정 도구(Tool)이다. DYNAMO-HIA 

모형은 다이내믹 방법론에 입각한 통계 분석 방법이며, 실제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즉, 인구이동 없이 1세 간격으로 95세까지 성, 연령별 인구수를 

기반으로 1년 단위로 다이내믹한 변수 간 인과적 관계, 시간의 변화에 따

라 기준 시나리오와 정책 개입 시나리오에 따른 건강영향을 추론한다.

〔그림 2-7〕 다중 코호트와 다수준 생명표에 대한 체계적 조망

자료: Lhachimi, S. K., Nusselder, W. J., Smit, H. A., van Baal, P., Baili, P., Bennett, K., et 
al. (2012). DYNAMO-HIA—a Dynamic Modeling tool for generic Health Impact 
Assessments. PLoS One, 7(5), e33317. doi:10.1371/journal.pone.00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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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HIA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분석 대상 질병과 

해당 질환의 위험 요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설정된 후에 마르코프 모델링(Markov modeling frame-

work)에 기반을 둔 다이내믹 마이크로 시뮬레이션(Dynamic Micro 

Simulation)을 실행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산출한다.

DYNAMO-HIA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 목적과 분석 질환의 정의가 필

요하며 이후 입력자료로 성별·연령별 기준연도 인구수, 질환별 발생률, 유

병률, 사망률, 초과사망률과 총사망률, 위험 요인 분포, 상대위험도 자료 

등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형태는 연령별 추정 연도별 위험 요인 유병률, 

질환 유병률, 사망률, 생존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에서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질병이 없는 기대수명(Life ex-

pectancy without disease) 등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DYNAMO-HIA

는 다른 HIA 모델 모형과는 달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3) HEIMTSA/INTRARESE 도구상자(Toolbox)

HEIMTSA(Health and Environmental Integrated Methodology 

and Toolbos for Scenario Assessment)와 INTRARESE(Integrated 

Assessment of Health Risks of Environmental Stressors in 

Europe)는 EU FP6(European Commission under Research 

Framework Programme 6)의 지원으로 모든 환경성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HEIMTSA/INTRARESE는 기준 시나리오에 입각

하여 정책 개입 시나리오에 따른 건강영향 차이를 분석하는데, 

HEIMTSA/INTRARESE 모두 자체 도구상자(Toolbox)를 가지고 있으

며 내부 추론(projection) 모형도 가지고 있다.

환경적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로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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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참조). 따라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환경적 위험 요인과 건강 결과의 인관관계를 도식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1)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HEIMTSA/INTRARESE은 DPSEEA(Driving, Force,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 Action) 모델(WHO, 1999)을 기반으로 환경

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그림 2-9]와 같이 도식화하였고 

HEIMTSA/INTRARESE 모두 도식화된 모형을 기반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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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로(3)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1) INTRARESE 도구상자(Toolbox)

 

INTRARESE 도구상자에는 가이드북과 분석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INTRARESE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NTRARESE에서 

통합적 평가 과정은 [그림 2-10]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계하는 이슈의 구

조화(issue framing) 단계와 시나리오를 구축, 모형의 검증(testing)을 

거쳐 분석의 범위를 스크리닝하는 설계(Design) 단계, 실제 분석 및 미래

를 추정하는 인식담론(Epistemic discourse) 단계, 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사정(appraisal)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50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방안

〔그림 2-10〕 INTRARESE의 통합적 평가 단계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그림 2-11〕 INTRARESE 도구상자: 예시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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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EIMTSA 도구상자(Toolbox)

HEIMTSA 도구상자는 기본적으로 5개의 모듈(Emission module, 

Concentration module, Exposure module, Health impact mod-

ule, Monetary valuation module)과 2개의 수평적 모듈

(Visualization module, Uncertainty module)을 가지고 있다. 

HEIMTSA 도구상자의 핵심적인 특징은 모듈을 기반으로 지오데이터베

이스(geodatabase)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점과 모듈 간 상호작용을 잘 

정의할 수 있다는 점,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2-12〕 HEIMTSA 도구상자의 주요 특징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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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EIMTSA 도구상자는 통합적 건강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결과

(solution)를 제공하며 분산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

로 다른 체인 내에서 정교한 모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3〕 HEIMTSA 도구상자의 홈페이지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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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HEIMTSA  도구상자의 실행 예시

자료: Fehr, R., & Mekel, O. (eds.) (2010). Quantifying the health impacts of 
policies-Principles, methods, and models. Scientific Expert Workshop, 
Dusseldorg, Germany, 16-17 March 2010. LIGA.NRW,LIGA.Fokus series, no.11, 
ISBN 978-3-88139-173-3.

제3절 비만의 역학적 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다이내모 건강영향평가모형(DYNAMO-HIA)은 [그림 2-15]와 같이 

정책(intervention)개입에 따른 위험 요인의 유병률 변화가 위험 요인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과 사망 등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가정하며 정책 개입

으로 인한 위험 요인 유병률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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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건강영향평가의 일반적 개념도 

자료: Boshuizen, H. C., Lhachimi, S. K., van Baal, P. H., Hoogenveen, R. T, Smit, H. A., 
Mackenbach, J. P., & Nusselder, W. J. (2012). The DYNAMO-HIA model: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 risk factor/chronic disease Markov model for use in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Demography. 2012 Nov, 49(4), 1259-83.

DYNAMO-HIA에는 만성질환 모형[Chronic Disease Model of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RIVM-CDM)] 방법을 

이용한 모수 추정 모듈(a parameter estimation module)이 내장되었

으며 내장된 모듈은 질환별 위험 요인의 상대 위험비(Relative Risk)를 

이용하여 위험 요인의 특정 값을 계산한다. 즉, DYNAMO-HIA는 역학적 

질병 발생의 경로([그림 2-16] 참조)에 따라 질병 발생과 사망의 상대위험

도에 노출된 위험 요인을 관련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 인구집단의 건강상

태와 연계하여 위험 요인의 유병률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한다. 

DYNAMO-HIA는 3가지 형태의 결과값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추정한 

원 자료값, 둘째는 다양한 다이내믹 그래프(plots)와 인구 피라미드, 생존

율, 셋째, 결과요약값으로 가령 코호트별, 기간별, 질환별 건강수명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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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HIA의 핵심 모형은 다층적 모형(MSM: Multi-State 

Model)에 기반을 둔 마르코프 모형(Markov-type model)이다. 단계별 

변화는 현재의 상태 가령, 성, 연령, 위험 요인별 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변화한다. 다층적 모형은 위험 요인의 변이를 추정([그림 1-12] 참조)하

기 위한 확률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stochastic micro-simulation)과 

질병 발생의 인과적 경로([그림 1-13] 참조)에 따라 질병구조를 구축([그

림 1-14] 참조)하는 결정적 매크로 접근법(deterministic macro ap-

proach)이 결합한 부분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partial micro-simu-

lation)으로 구현된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듈에서는 개인별 위험 요인의 전이 상태를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구축하는데 개인별 위험 요인의 전이 상태는 성별·연령

별 위험 요인 상태 간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이 주어지면 

구축 가능하다. 매크로 모듈은 개인별 위험 요인의 전이 상태별 질병 상

태를 구축하는 단계로, 개인별 위험 요인의 전이 상태에 대해 현재의 나

이, 위험 요인, 질병 상태에 따라 질병 발생과 사망 확률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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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개인별 위험 요인의 전이 상태[위험 요인: 비만(정상, 과체중, 비만)]

자료: Lhachimi, S. K., Nusselder, W. J., Smit, H. A., van Baal, P., Baili, P. Bennett, K., et 
al. (2012). DYNAMO-HIA—a Dynamic Modeling tool for generic Health Impact 
Assessments. PLoS One, 7(5), e33317. doi:10.1371/journal.pone.0033317. Epub 
2012 May 10. p. 3.

〔그림 2-17〕 질병 발생의 인과적 경로

자료: Lhachimi, S. K., Nusselder, W. J., Smit, H. A., van Baal, P., Baili, P., Bennett, K.,  et 
al. (2012). DYNAMO-HIA—a Dynamic Modeling tool for generic Health Impact 
Assessments. PLoS One, 7(5), e33317. doi:10.1371/journal.pone.0033317. Epub 
2012 May 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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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질병 코호트(cohort life tables) 구축을 위한 매크로 시뮬레이션 개념도

자료: Lhachimi, S. K., Nusselder, W. J., Smit, H. A., van Baal, P., Baili, P., Bennett, K., et 
al. (2012). DYNAMO-HIA—a Dynamic Modeling tool for generic Health Impact 
Assessments. PLoS One, 7(5), e33317. doi:10.1371/journal.pone.0033317. Epub 
2012 May 10., p. 5.

DYNAMO-HIA는 출생, 사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역학적 차원에서 시간과 나이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 유병률의 변화, 질병 

발생률, 질병 진행 과정 및 사망률을 반영한다. 따라서 DYNAMO-HIA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시점의 역학 자료와 인구구조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자료는 

성별·연령별(0~95세, 1세 간격)로 입력한다. 

∙ 인구수

∙ 추정 출생아 수(projected numbers of newborns)

∙ 질환별 장애가중치(disability weights)

∙ 총 인구 장애가중치  

∙ 질환별 발생률, 유병률, 초과사망률,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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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망률

∙ 위험 요인의 노출 유병률

∙ 질환별 위험 요인 발생의 상대 위험비

∙ 위험 요인의 전이확률

2. 분석 대상 및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비만율 감소에 따른 비만 관련 질환 유병률, 사망률 및 비

만 환자의 기대수명(LE: Life Expectancy) 등을 파악하였다. 시나리오

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2015년 현재 비만율을 25년(2015~2040

년) 동안 유지할 경우 비만율 1%, 3%, 5% 감소로 정의하였다. 비만율 감

소 목표치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만연구 전문가에게 자문해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2020년, 2030년, 2040년별로 제시하였다.

∙ 기준 시나리오(business-as-usual): 2015년 현재 비만율 유지

∙ 시나리오 1:  비만율 1% 감소 

∙ 시나리오 2 : 비만율 3% 감소

∙ 시나리오 3 : 비만율 5% 감소

3. 분석 자료 

정책 대안에 따른 비만의 건강영향 분석은 DYNAMO-HI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DYNAMO-HIA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비만의 건강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비만 질환을 정의해야 하며, 해당 질

환의 성별·연령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치명률, 비만 유병률 그리고 

비만 질환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와 성별·연령별 인구수, 총사망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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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만 질환 정의 

비만 질환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Lhachimi 등(2012)은 

비만 질환을 허혈성심장질환,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졸중, 암(폐암, 

유방암, 결장암, 구강암, 식도암)으로 정의하였고 Wang 등(2011)은 고

혈압, 관상동맥심장질환, 당뇨, 뇌졸중, 암, 관절염을 비만 질환으로, 

Webber 등(2014)은 관상동맥심장질환, 암(대장암, 담낭암, 유방암, 신

장암, 간암, 자궁암, 식도암), 제2형 당뇨를 비만 질환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 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진행한 DYNAMO-Project에서

는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암(폐암, 유방암, 

구강암, 직장암, 식도암, 신장암, 담낭 및 담관암, 자궁내막암)으로 정의

하였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질환을 제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

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대사증후군 및 뇌경색,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통풍

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과 골관절염, 허리통증, 천식, 수면무호흡

증, 하지정맥류, 긴장성요실금, 성조숙증, 월경이상,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형유방, 발기부전, 불임, 유방암, 대장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신장

암, 자궁내막암, 전립샘암으로 정의하였다(World Obesity Federation, 

2011). 

본 연구는 여러 비만 관련 질환 중 비만의 주요 질환인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을 분석 대상 질환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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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비만 질환 및 질병코드 

비만질환 질병코드

당뇨병 E10-E14

뇌졸중(대뇌혈관질환) I60-I69

허혈성심장질환 I20-I25

자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http://www.kcdcode.kr/browse/contents/0에서 2017. 5. 
20. 인출.

나. 비만 정의 

본 연구는 WHO 아시아태평양 성인 비만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가 23㎏/㎡ 미만은 정상으로, 23.0~24.9㎏/

㎡ 는 과체중으로,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표 2-4> 비만 정의 

구분 기준

정상 <23.0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주: IOTF. (2000).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Sydney,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s Australia Pty Limit.

다. 비만 유병률 산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년 비만백서’ 자료를 이용

하여 성별·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성별·연령별 비만 유병률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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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성별·연령별 성인 비만율(2015)  

성 연령
BMI < 18.5 18.5~22.9 23.0~24.9 25.0~29.9 30~34.9 BMI≥ 35

저체중 정상
위험
체중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남

19~29세 3.5 40.2 23.4 27.8 4.9 0.1

30~39세 1.7 28.8 25.2 37.9 6.2 0.1

40~49세 1.4 27.4 26.7 39.4 4.9 0.1

50~59세 1.4 28.5 28.8 38.0 3.3 0.1

60~69세 1.9 30.6 29.0 35.9 2.6 0.1

70~79세 3.4 36.2 28.2 30.3 1.9 0.1

80세 이상 7.2 44.7 24.8 22.2 1.2 0.0

계 1.9 30.1 27.0 36.6 4.3 0.1

여

19~29세 16.4 61.2 10.5 9.0 2.4 0.1

30~39세 11.1 59.2 13.4 12.5 3.1 0.5

40~49세 4.7 52.2 20.1 19.2 3.4 0.6

50~59세 2.5 42.7 25.3 25.7 3.5 0.5

60~69세 1.8 32.9 26.9 33.5 4.5 0.4

70~79세 2.7 31.5 25.4 35.3 4.7 0.5

80세 이상 7.9 40.0 21.8 26.8 3.2 0.2

계 5.5 46.4 21.2 22.8 3.6 0.5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2016)의 2015년 건강보험공단 성인 건강검진 수검자 비만 
관련 자료 분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 (2016). 비만백서.

라. 질환별 비만 발생 성별·연령별 상대위험도 

질환별 성별·연령별 상대위험도는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의 DYNAMO-HIA Project 연구 결과값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환별, 성별·연령별 상대위험도(RR)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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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질환별 비만 발생 성별·연령별 상대위험도 

질환

과체중 (RR) 비만 (RR)
Age

Adjustment
남 여 남 여

총 사망 1.20 1.15 1.55 1.50
×0.98 from age 50
×0.95 from age 60
×0.90 from age 70

허혈성심질환 1.35 1.35 2.00 2.00 ×0.70 age over

뇌졸중 1.20 1.20 1.50 1.55 × 0.85 from age 65

당뇨 2.25 2.30 5.50 7.00
× 0.92 from age 60
× 0.90 from age 75

주:  과체중 BMI 25-29.9kg/㎡, 비만 BMI => 30kg/㎡, 정상 가중치= 1.0 
자료: World Obesity Federation. (2011). Estimatied relative risk of disease by BMI 

category:overweight and obesity.
http://www.worldobesity.org/what-we-do/policy-prevention/projects/eu-proje
cts/dynamohiaproject/estimatesrelativerisk/에서 2017. 5. 20. 인출.

마. 비만 질환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산출

비만 질환의 발생률은 200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환별 발생자 수는 2010~2013년 동일한 

질병으로 주 상병 또는 부 상병으로 청구한 적이 없는 환자로 정의하였

다. 즉, 2013년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청구한 적이 있으나 이전 연도인 

2010~2012년에 동일 질환의 의료 이용 청구가 한 건도 없는 경우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유병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단, 유병률은 2013년 한 해 동안 비만 질환으로 주 상병 또는 부 상병

으로 청구한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사망률 및 비만 질환 성별·연령별 사망률은 2013년 통계청 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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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사망률 산출을 위한 2013년 인구수

는 2013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7> 비만 질환별 성별·연령별 발생률(2013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
Diabetes Stroke IHD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206 454 112 95 25 61

25~29세 319 545 152 240 56 82

30~34세 375 594 279 448 101 82

35~39세 456 656 485 573 128 163

40~44세 413 561 842 614 262 215

45~49세 604 735 1,203 993 393 442

50~54세 781 996 1,053 1,516 601 686

55~59세 1,149 1,333 1,925 2,049 1,071 982

60~64세 1,814 1,578 2,601 2,574 1,414 1,534

65~69세 2,394 1,895 2,768 3,069 2,178 2,044

70~74세 2,754 2,155 3,029 2,921 2,938 2,648

75~79세 2,991 2,220 2,745 2,988 3,370 3,353

80~84세 3,424 2,335 2,527 2,493 4,259 3,551

85세 이상 3,315 2,361 2,357 1,989 3,978 3,23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2002~2013년)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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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비만 질환별 성별·연령별 유병률(2013년)

(단위: %)

연령
Diabetes IHD Stroke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0.3 0.3 0.1 0.1 0.1 0.1

25~29세 0.5 0.5 0.2 0.1 0.1 0.1

30~34세 1.0 0.9 0.3 0.2 0.2 0.2

35~39세 2.1 1.4 0.5 0.2 0.3 0.3

40~44세 4.3 2.2 1.0 0.4 0.7 0.6

45~49세 7.4 3.9 1.9 0.9 1.3 1.0

50~54세 11.1 6.4 3.1 1.8 2.3 1.9

55~59세 15.7 10.6 5.1 3.2 4.0 3.1

60~64세 20.5 15.9 7.6 5.3 6.1 5.0

65~69세 22.8 21.3 10.0 7.4 8.8 7.5

70~74세 25.4 25.6 11.9 9.8 12.6 11.4

75~79세 24.7 26.8 12.8 11.1 15.0 14.6

80~84세 22.9 23.9 12.7 11.3 18.5 17.2

85세 이상 17.9 15.5 11.4 8.3 18.4 15.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2002~2013년)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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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비만 질환별 성별·연령별 사망률(2013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연령
Diabetes IHD Stroke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0 0 0 1 0 0 

25~29세 0 0 1 1 1 0 

30~34세 1 0 2 1 2 0 

35~39세 1 1 5 2 5 1 

40~44세 2 1 9 4 8 1 

45~49세 7 2 17 8  15 2 

50~54세 14 3 27 10 22 3 

55~59세 20 6 37 15 31 5 

60~64세 34 11 57 27 51 13 

65~69세 55 25 92 46 75 21 

70~74세 102 65 215 113 133 54 

75~79세 204 128 428 271 244 141 

80~84세 287 264 779 567 403 300 

85세 이상 474 396 1,462 1,193  902 77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 분석.

바. 출생아 수, 질환별 장애가중치, 전이확률 산출  

미래 출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 인구변동요인 자료값을 

이용하였고, 질환별 장애가중치(Disability Weight)는 도영경 등(2004)

의 한국인 질병의 장애가중치 측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 도영

경 등(2004)에 의하면 당뇨의 장애가중치는 0.394, 허혈성심장질환은 

0.727, 뇌졸중은 0.796 이었다. 전이 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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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비만 유병률 감소에 따라 정상, 과체중, 비만군에서의 비만 관련 질환

인 당뇨,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의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당뇨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

오) 정상군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2015년 약 5%에서 2040년 20%로 증

가하였다. 비만군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2015년 15%에서 2040년에는 

55%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폭은 정상군보다 컸다. 비만율 5% 감소 시

나리오 또한 기준 시나리오와 큰 차이는 없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

상군에서의 허혈성심장질환 유병률보다는 비만군에서의 허혈성심장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 유병률 차이는 커졌다. 비만율 

5% 감소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정상군, 비만군에서의 질

병 유병률의 차이는 기준 시나리오와 큰 차이는 없었다.

뇌졸중의 경우, 현재의 비만 유병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정상

군이 비만군보다 뇌졸중 유병률이 높았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비

만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이 높아져 2040년에는 비만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이 정상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 보다 1.5% 더 높았다. 비만율 5% 

감소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만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이 정상군에서의 뇌졸중 유병률보다 높았으나 두 집단 간

의 유병률 차이는 당뇨병 또는 허혈성심장질환보다 작았다. 당뇨병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은 시간에 따라 정상군과 비만군 간 급격한 유병률의 차

이를 보이나 뇌졸중은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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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시나리오, 비만유형(정상, 과체중, 비만)별 비만 관련 질환 유병률 추이 

기준 시나리오 비만 유병률 추이(당뇨) 비만율 5% 감소 시 비만 유병률 추이(당뇨)

기준 시나리오 비만 유병률 
추이(허혈성심장질환)

비만율 5% 감소 시 비만 유병률 
추이(허혈성심징질환)

기준 시나리오 비만 유병률 추이(뇌졸중) 비만율 5% 감소 시 비만 유병률 추이(뇌졸중)

주: 파란색은 정상, 빨간색은 과체중, 분홍색은 비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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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은 시나리오에 따른 기대수명의 변화를 질환별로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 결과 비만율 감소를 위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20세 성인의 기대수명은 당뇨 환자의 경우 남자는 59.33세, 

여자는 65.84세, 허혈성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남자는 59.32세, 여자는 

65.85세, 뇌졸중 환자의 경우 남자는 59.33세, 여자는 65.85세로 질환 

간 기대수명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남자보다는 여자의 기대수명이 높

았다.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은 시나리오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

의 경우 질환과 상관없이 시나리오에 따라, 즉 비만율이 감소할수록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시나리오별 기대수명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의 기대

수명 증가분은 순전히 비만율 감소에 따른 증가분임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는 수치이며, 향후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비만율 감소에 따른 기대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시나리오와 질환별 기대수명, 20세 기준(Sullivan Method)

시나리오
당뇨 허혈성심장질환 뇌졸중

남 여 남 여 남 여

기준
(2015년 기준 비만율 유지)

59.33 65.84 59.32 65.85 59.33 65.85

비만율 3% 감소 59.43 65.48 59.42 65.48 59.42 65.48

비만율 5% 감소 59.49 65.25 59.49 65.24 59.47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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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비만 유병률이 감소하면 기대수명이 증가(남자의 경우)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 유병률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상군, 

과체중, 비만군에 따라 비만 관련 질환 유병률이 다르며 비만의 영향은 

뇌졸중보다는 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보다는 당뇨에서 큼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질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비만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최대한 우리나라의 역학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기대수명, 비만 관련 질환의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질

환별 비만 발생 상대위험비(RR)는 연구 기간 동안 분석이 가능하지 않아 

세계비만연맹의 DYNAMO-HIA Project 연구 결과값을 이용하였다. 또

한 분석 시 전이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전이확률 또한 시간에 따라 또는 정상, 과체중, 비만 집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향후 현실성 있는 전이확률과 우리나라의 역학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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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만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최근 증가 폭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년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어 왔다. 성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의 비

만 유병률도 증가 추세이며 사회계층이나 연령층,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비만은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며, 비만은 건강 수준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른 국

민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원적이다. 식이 섭취와 신체활동은 에

너지의 섭취와 소비로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 사회문화

적, 환경적, 문화적, 정책적 요인 등 비만 결정 요인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비만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이 개발되어 있으나 정책의 포괄성이나 정책 간 연계성, 사업의 지속성은 

미흡하고 주로 개인행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지지적 환경 조성 등 비만요인의 다원성을 고려한 정책이나 

사업은 부족하였다. 비만 예방과 관리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나 사업 수행

체계에 대한 검토는 특히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만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방과 관리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인 평

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정책자료 수집 및 비교 분석을 시행하

였다. 국외 자료로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만위원회(IOTF), 유럽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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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의학회(IOM), 미국 질병예방

관리센터(CDC)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비만 영향 관련 정책평가 

지표 개발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 델파이조사 내용을 개발하고 조사한 결

과를 반영하였다.

제2절 비만의 기준

비만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

방이 축적된 상태’로 정의된다(WHO, 2000). 비만의 정의는 단순해 보이

지만 실제로 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는 측

정이 비교적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허리-엉덩이비(waist-hip ratio), 피부 주름두께 측정

법(skinfold thickness), 생체전기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

ysis) 등을 이용한다. 아동에게는 성장도표(growth chart)를 활용한 연

령 대비 체중(weight-for-age)과 신장 대비 체중(weight-for-height) 

방법이 사용된다. 

1. 성인 비만 기준  

성인의 비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역학적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준은 BMI와 허리둘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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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질량지수(BMI) 진단 기준

1)  WHO

○ 1998년 WHO 유럽 성인 기준

WHO(1998)의 보고서에 의한 유럽 성인 대상 비만 기준에 따르면 

BMI 25kg/㎡ 이상이 과체중으로, 30kg/㎡ 이상이 비만으로 정의된다

(<표 3-1> 참조).

<표 3-1〉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제시된 유럽 성인 대상 비만 기준(1998년)

분류 BMI(kg/㎡) 합병증 위험(risk of co-morbidities)

저체중(underweight) ＜18.50 낮음(다른 임상적 문제가 높을 가능성)

정상체중(normal range) 18.50-24.99 보통(average)

과체중(overweight) ≥25.00

  전비만(pre-obese) 25.00-29.99 상승(increased)

  비만 1단계(class I) 30.00-34.99 중간 정도(moderate)

  비만 2단계(class II) 35.00-39.99 심함(severe)

  비만 3단계(class III) ≥40.00 매우 심함(very severe)

주: WHO. (1998). Obesity: preventing and managing the global epidemic.

○ 2000년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 

아시아인의 경우 낮은 BMI에서도 비만 관련 질환이나 위험 요인이 증

가하는 경향 때문에 WHO는 아시아인의 경우 BMI가 25~30kg/㎡이라도 

서양인보다 대사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시아인을 위한 비만 기

준을 신설했다(WHO, 2000). 아시아인의 적정 BMI 기준 설정을 위한 

WHO 전문가회의에서는 BMI 23~27.5 kg/㎡를 합병증 위험이 높은 군

으로, 27.5kg/㎡ 이상을 합병증 위험이 더 높은 군으로 제시함으로써 아

시아 국가에서는 BMI 23kg/㎡과 27.5kg/㎡이 중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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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였다(WHO expert consultation, 2004, <표 3-2> 참조). 

〈표 3-2〉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인 대상 비만 기준(2000년)

분류 BMI(kg/㎡) 합병증 위험(risk of co-morbidities)

저체중(underweight) <18.50 낮음(다른 임상적 문제가 높을 가능성)

정상체중(normal range) 18.50-22.99 보통(average)

과체중(overweight) ≥23.00

  위험 단계(at risk) 23.00-24.99 상승(increased)

  비만 1기(obese I) 25.00-29.99 중간 정도(moderate)

  비만 2기(obese II) ≥30.00 심함(severe)

주: IOTF. (2000).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Sydney,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s Australia Pty Limit.

2) BMI 기준에 대한 논란 

국내 비만 진단은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25kg/㎡

으로 비만학회 등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BMI 25kg/㎡ 이

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기준값을 변경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인 6,017명의 키와 몸무

게,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BMI 25kg/㎡ 기준일 

때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남성이 38.7%, 여성이 28.1%, 즉 BMI 

30kg/㎡ 이상이 기준인 미국의 비만인구 비율(남성 35.5%, 여성 33.4%)

보다 높다. 총체지방률(ROC) 분석을 통해 체지방률 기준에 따른 비만을 

판별하는 BMI 기준치를 산출한 뒤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BMI값이 24.2(민감도 78%, 특이도 71%), 미국은 25.5(민감도 83%, 특

이도 76%)로, 우리나라가 1.3 정도 낮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25와 30에

서 5라는 기준값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Yoo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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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Asia Cohort Consortium)이 7개국 19

개 코호트로 구성된 114만여 명의 아시아인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시아인,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인은 BMI 22.6~27.5kg/㎡일 때 

사망 확률이 가장 낮았다는 논문도 제시된 바 있다(Zheng et al., 2011). 

한국에서도 그 이전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Jee et al., 

2006).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서는 

일반적인 비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BMI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활습관이 급속하게 서구화되면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서구형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서 현재 대한비만학회 등에서는 그간 사용하고 있던 비만 기준의 변경에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나. 허리둘레 진단 기준 

허리둘레 진단 기준의 중요성은 허리둘레가 내장지방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고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역학적으로 비만 관련 질환의 예측성

이 높기 때문이다. 허리둘레를 이용한 복부비만의 기준은 국가‧인종별, 성

별로 다르며 기관에 따라서도 제시한 기준점이 다르다(<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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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성인의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 기준

국가‧인종 성별 허리둘레 기준

유럽인(IDF) 남성 ≥ 94 cm

여성 ≥ 80 cm

미국인(AHA/NHLBI) 남성 ≥ 102cm

여성 ≥ 88 cm

남아시아인(IDF) 남성 ≥ 90 cm

여성 ≥ 80 cm

중국인(IDF) 남성 ≥ 90 cm

여성 ≥ 80 cm

중국인(WGOC) 남성 ≥ 85 cm

여성 ≥ 80 cm

일본인(IDF) 남성 ≥ 90 cm

여성 ≥ 80 cm

일본인(JSSO) 남성 ≥ 85 cm

여성 ≥ 90 cm

한국인(KSSO) 남성 ≥ 90 cm

여성 ≥ 85 cm

주: IDF. AHA/NHLBI, WGOC, JSSO(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KSSO(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 아동 ․ 청소년 비만 기준 

성인에 비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 기준은 아직 덜 일반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BMI를 활용한 비만 기준이 권고되고 있다

(Lobstein et al., 2004).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아동 비만 기

준으로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기준(Kuczmarski et al., 2002), 국제비

만대책위원회(IOTF: International Taskforce on Obesity)의 기준

(Cole et al., 2000), WHO가 최근 제안한 기준(de Onis et al., 2007) 

등이 있다.9) 

9) 성별, 연령, 비만과 과체중에 따라 4가지 기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어느 하나
의 기준이 일관되게 낮거나 높은 기준점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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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령별 체질량지수(BMI-for-age)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건강통계센터의 아동 비만 기준에서는 95분위 이상을 

과체중, 85분위에서 95분위까지를 과체중 위험(at risk of overweight)

으로 정의하였다(Kuczmarski et al., 2000).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의 성장곡선을 제시

하고 아동의 비만 기준을 마련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가 

공동으로 1998년도와 2005년도 신체발육표준 제정사업 자료를 이용하

여 2007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성장곡선을 제시하고(질병관리본부 

등, 2007),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비만 기준은 2007년 아동･청소년 성

장도표 기준으로 BMI가 95백분위(percentile) 이상이거나 25kg/㎡ 이

상이며, 과체중은 BMI가 85백분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 기준에서 95백분위 이상이거나 25kg/㎡ 

이상인데, 미국 CDC의 기준인 95분위 이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

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과 과체중률의 차이를 초래

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을 측정할 경우 우리

나라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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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비만 추세 

1. 국제적 추이 

OECD 국가에서 성인 2명 중 1명, 아동 6명 중 1명이 과체중이나 비만

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비만 수준이 낮은 국가이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국

가에 속한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의 비만율도 한국이 수준은 낮지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

계되고 있다(OECD, 2017).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비만 수준은 특히 

여아와 성인 여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4], [그림 

3-5] 참조). 

  

〔그림 3-1〕 OECD 국가의 15~74세 성인 인구의 비만 및 과체중 유병률 추이, 

1970~2010년

자료: OECD. (2012). Obesity and the ecomonics of prevention: Key facts – Korea, 
Upda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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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OECD 국가의 15~74세 성인 인구의 비만 유병률 추이, 1972~2016년

자료: OECD. (2017). OECD Obesity Update 2017.

〔그림 3-3〕 2030년까지의 OECD 국가의 15~74세 성인 인구의 비만 유병률 추계 

자료: OECD. (2017). OECD Obesity Up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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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OECD 국가의 15~74세 성인의 교육 수준별 과체중 유병률의 형평성 비교

(성별) 

주: BMI 25이상,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수준별 비교. 

자료: OECD. (2012). Obesity and the ecomonics of prevention: Key facts – Korea, 
Update 2012.  

〔그림 3-5〕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수준별 아동 성별 비만율 비교 

자료: OECD. (2012). Obesity and the ecomonics of prevention: Key facts – Korea, 
Upda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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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성인 비만 추이  

가. 유병률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2015년 추이를 [그림 3-6]에서 보면 우리나

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만 19세 이상, 표준화)은 1998년 26.0%에서 

2007년 31.7%로 증가한 후 최근 8년간 31~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자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5% 수준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39.7%였다. 여자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23~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비만 유병률(만 19세 이상)은 남자 39.6%, 여자 28.8%로 남자가 여자

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20~50대는 남자의 비만 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여자의 경우 소득 

수준(표준화) 상위는 20.4%, 하위는 32.9%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

병률이 낮았다.

허리둘레 기준 비만 유병률(만 19세 이상)은 남자 31.7%, 여자 27.2%

로 남자가 여자보다 4.5%포인트 높았다. BMI 기준 비만 유병률과 유사

하게 20~50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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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1998년 이후 남자에게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나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정체되어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성인 비만 유병률 추이, 1998~2015년(체질량지수 기준)

주: 비만 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2015년 국민건강통계. p. 51.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보면, 남자는 40대에 가장 높고, 30대와 50대에

서 높은 반면,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60대 비만율이 가장 높

아져 남녀별로 연령에 따른 비만 유병률의 패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다([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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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령별 비만 유병률, 2015년

주: 비만 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온라인통계 결과발표회 자료

집. p. 60.

나.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 예측 연구 

최근 한 연구에서는 2020년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비만 유병률은 

39%로 추정하였다(총 인구 대비 31%로 3명 중 1명이 비만). 이는 2010

년 비만 유병률 31%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복부비만 유병률은 2020년 19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32%

로(총 인구수 대비 27%) 산출하고 있다(백인경 등, 2014). 

이 연구에서 남성의 비만(BMI, 복부비만) 관련 요인은 연령, 결혼 상

태, 사무직 종사자, 중산층 이상 가구, 과거와 현재 흡연, 음주, 수면 부

족, 우유류의 낮은 섭취량, 고열량 섭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비만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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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요인은 연령, 결혼 상태, 근로직 종사자,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인지, 해조류와 우유의 낮은 섭취량, 고열량 섭취, 출산 증가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백인경 등, 2014).

2. 아동·청소년 비만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만 6~18세)에서 

남아가 2001년 10.3%에서 제4기(2007~2009) 13.4%, 제6기

(2013~2015) 13.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아는 2001년 7.6%

에서 제5기(2010~2012) 이후로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온라인통계 결과 발표회 자
료집. p. 60.



제3장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 87

○ 교육부 학생검사 표본조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청소년 표본 수가 많은 교육부 통계를 볼 때 

2016년 학생검사 표본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나타나 

2015년(15.6%)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였다([그림 3-9] 참조). 지역

별로는 농어촌(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교육부 학생검사 표본조사 비만학생 비율(%), 2016년

주: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표준체중은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
시한 성별․연령별 표준체중 사용) 대비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이상
에서 30% 미만), 중등도비만(30%이상에서 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자료: 교육부. (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부의 학생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만율은 초, 중, 고교로 갈수록 증가하

는 양상이며,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2016년 학생들의 비

만율은 정상 83.5%, 비만 16.5%(경도 8.1%, 중등도 6.6%, 고도 1.9%)

이다. BMI로 평가한 학생비만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3-4>, <표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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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정상
비만율 현황1)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16

초
남 82.6 8.6 7.3 1.6 17.4
여 88.3 6.4 4.4 0.8 11.7

중
남 81.5 9.0 7.5 2.0 18.5
여 86.2 7.5 4.9 1.4 13.8

고
남 79.5 8.7 8.4 3.4 20.5
여 81.2 8.6 7.5 2.7 18.8

2016년 전체 83.5 8.1 6.6 1.9 16.5

2015 84.4 7.9 6.1 1.6 15.6
2014 85.0 7.6 6.0 1.4 15.0
2013 84.7 7.9 6.0 1.5 15.3
2012 85.3 7.6 5.8 1.4 14.7

<표 3-4> 교육부 학생검사 표본조사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비만율 추이(%)

자료: 교육부. (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구분 성별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

과체중 비만 계

2016

초
남 4.0 72.0 13.1 10.9 24.0

여 5.3 75.4 11.2 8.1 19.3

중
남 3.9 71.9 4.9 19.3 24.2

여 3.0 75.3 10.7 10.9 21.6

고
남 4.9 69.9 0.4 24.7 25.1

여 4.3 72.9 6.6 16.2 22.8

2016 전체 4.4 72.9 8.4 14.3 22.7

2015 4.3 74.0  8.4  13.4  21.8  

2014 4.3 74.7 8.1 12.9 21.0

2013 3.8 74.7 8.7 12.8 21.5

2012 4.4 75.2 8.2 12.3 20.4

<표 3-5> 교육부 학생검사 표본조사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율 추이(%)

자료: 교육부. (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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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1. 비만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모델 

  가. 국제비만위원회(IOTF) 비만의 Causal Web 모델 

2002년 국제비만위원회(IOTF)에서는 비만의 결정 요인과 경로를 설

명하는 ‘Causal Web’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3-10〕과 같다(Kumanyika et al., 2002).

〔그림 3-10〕 IOTF의 비만 Casual Web

주: 본 연구에서 IOTF에서 적용한 Ritenbaugh 등(1999)의 비만 경로 복합성을 설명하는 모델인 
Obesity Casual Web을 간단하게 재구성함.

자료: Kumanyika, S., Jeffery, R. W., Morabia, A., Ritenbaugh, C., Antipatis, V. J., 
PHAPO, IOTF . (2002). Obeisity prevention: the case of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6, 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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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F의 비만 인과관계(Casual Web) 모형은 비만의 원인을 광범위하

게 설명하였다. 최근의 비만유형은 비만의 결정 요인에 개인의 에너지 섭

취와 소모 등의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 세계화 등의 국제적 요인과 

교통‧도시화‧보건체계‧미디어문화 등 국가적‧지역적 요인, 학교‧가정‧사업

장 세팅 등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 등의 간접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

다는 데 인식을 두고 있다. 

  나. 사회생태적 모델

비만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회생태적 

모델(Social-ecological model)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생태적 모

델은 사회적 환경의 세부요소들인 사회구조, 정책 및 체계, 지역사회, 기

관‧조직 수준, 개인 간 수준, 개인 수준을 포괄하여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개인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이다. 

사회생태적 모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업은 미국의 비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NPAO(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Prevent Obesity and Other Chronic diseases) 모델로 비만의 원인

을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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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미국 CDC의 비만 예방을 위한 NPAO 프로그램의 접근 모델

주: 김혜련, 조정환, 김소운, 강영호(2014),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대책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에서 재인용. 

미국 CDC의 모델은 [그림 3-11]과 같은 사회생태적 모델을 접근 틀로 

적용하여 비만의 원인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에 따른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 있음을 제시하면서 

비만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과 건강한 식이행태,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정책과 지지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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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Bauman의 신체활동의 생태적 결정 모델

자료: Bauman, A. E., Reis, R. S., Sallis, J. F., Wells, J. C., Loos, R. J., & Martin, B. W.; 
Lancet Physical Activity Series Working Group. (2012).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why are some people physically active and others not? Lancet. 380(9838), 
258-271.

한편 [그림 3-12]와 같이 개인, 개인 간, 환경, 지역사회 국가정책 그리

고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포괄적인 신체활

동의 생태적 모형도 제시된 바 있다(Bauma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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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고찰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모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인 요

인으로 개인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그

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 식생활과 식품 섭취 환경 

1) 개인의 식생활

에너지 섭취와 소모의 불균형이 비만을 유발하는 일차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영양 섭취는 에너지 섭취를 통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다. 2003년 WHO에서는 비만과 관련한 확실한 요인

(convincing factor) 중 위험 감소 요인으로는 식이섬유 섭취 증가를, 위

험 증가의 요인으로는 고에너지 및 미량영양소 결핍 음식의 과다 섭취를 

들었다. 가능성이 높은 요인(probable factor)으로서 비만 감소 요인으

로는 아동에게 건강에 유익한 음식 선택을 도와주는 가정 및 학교 환경, 

모유수유를 들고 있다(WHO, 2003). 

우리나라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며 여자보다는 

남자의 증가 경향이 더 뚜렷하다([그림 3-13] 참조). 에너지 섭취량에 대

한 지방 급원 비율도 1998년 17.9%에서 2015년 21.8%로 증가하고 있

다([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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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에너지 섭취량 추이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만 1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년 국민건강통계. p. 40.

〔그림 3-14〕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년 국민건강통계. p. 40.

증가하는 비만의 주요 원인은 총 열량과 총 지방섭취량의 증가와 가공

식품을 통한 과량의 당분 섭취 증가, 특히 가당음료와 탄산음료 섭취 증

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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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아동 및 청소년에서 가당 식품류, 탄산음료 등의 섭취가 문

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 결과를 보면 가공식

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량은 유아·청소년의 경우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식

품의약품안전처, 2014). 

〔그림 3-15〕 연령별, 연도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제1차(2016~2020) 당류 저감 종합계획.

비만과 식생활에 관한 그동안 국내 연구를 보면, 유아에게서는 지방함

량이 높은 음식 섭취, 초등학생에게서는 기름기 있는 음식 선호도 등이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등, 2009).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보면 식사의 다양성,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비만인의 경우 에너지 및 지방의 과다 섭취

뿐만 아니라 아침 결식, 간식 섭취 빈도, 외식 빈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혜련 등, 2009). 그러나 음식 섭취 등 식생활과 비만의 

관련성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단면조사(cross-sectional study)

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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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국민건강영양조사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추이 및 성별·연령별 외식률(2015년)

주: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외식 빈도가 하루 1회 이상인 분율, 만 1세 이상. 
※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2015년 국민건강통계. p. 45.

2) 식생활 환경 

비만에 미치는 식생활 결정 요인 중 식품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다. 식품환경으로는 크게 가정, 학교, 직장, 식품판매자, 외식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가정환경은 식품 접근성에 영향을 받으며 건강한 식품을 선

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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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는 고에너지 음식 과다 광고와 패스트푸드 매장, 설탕 함유 

청량음료와 과일주스의 과다 섭취 등을 비만 관련 위험 증가 요인으로 보

고 있다(WHO, 2004). 

식품의 가용성과 부모의 행동은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Sealy, 2010) 아동 비만의 경우 편부모 가정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연관되는데 이 경우 매식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

으로 보고 있다(WHO, 2006). 

WHO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Counteracting 

Obesity(2006)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광범위한 종류의 식품과 음료를 섭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무의식중에 고열량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게 되는 이른바 ‘수동적 과다섭취(passive over-consumption)’

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과일 및 채소 섭취는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가당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비만의 위험요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AO와 WHO에서도 체중 증가 예방을 위해 가당음료와 관련한 특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Gibson(2008)은 아동 비만이 가당음료 섭

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3) 식품 환경

Glanz 등(2005)은 비만결정 요인에 대한 지역사회 영양환경 모델을 

제시한 연구를 통해 정부와 산업체의 정책, 지역 영양환경, 학교나 직장

의 조직 영양환경, 미디어 광고 등의 정보환경이 취식 행태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Neumark-Sztainer 등(2007)은 사회환경 및 개인, 행동 

변수의 가설을 토대로 청소년의 체중 관련 결과를 예측하고 체중 관련 규

범, 미디어 노출, 가정의 식품환경,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등의 사회환

경 변수가 비만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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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등을 통한 식품마케팅은 식품을 구매하는 행동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식품 선택에는 가격 정책과 접근성이 큰 

영향을 준다. 아동·청소년은 상업적인 식품마케팅의 영향을 받기 쉽고, 

식품의 영양적인 측면보다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캐릭터의 기호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쉽게 노출되어 있

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식습관에 영향

을 미치는 광고가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규제정책을 

쓰고 있다. 

4) 학교 환경 

학교는 아동·청소년 식품소비의 중요한 환경으로 학교 내 교육은 건강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 알려져 있어,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증진 및 식품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가 효과적인 중재에 적합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진행되는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학

교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다. 식품 선호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

문에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훗날 이들의 

성인기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보편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학교 기반 중재가 접근성이 높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08). 

  나. 신체활동 실천 및 신체활동 환경

2006년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인 WHO 

Europ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Counteract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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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and physical activity for health에서는 비만의 결정 요인으로 신

체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인은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로 신체

활동 감소를 초래하기 쉽다. 

1) 신체활동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유산소 2015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4

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2014년 58.3%→2015년 52.7%), 걷기 실천

율도 감소하고 있다([그림 3-17] 참조). 국민체육활동 참여율도 과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18]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

국에 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으며 40% 정도의 인구가 신체활동 미

실천인구에 속한다. 

〔그림 3-17〕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온라인통계 결과발표회 자료집.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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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추이(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는 학교 체육정책 등 사회 환경, 건

설 환경(도시설계, 교통수단 등)이 있다. 학생들의 경우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TV시청 시간과 좌식

생활이 증가하였다. 성인들은 개인 승용차 사용의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

소하였고, 전통스포츠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민간 피트니스센터 등이 발

달했지만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따라서 접근성에 차이가 크다. 또한 근로

자에게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는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의 증가로 

인해 근무 중의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거나 많이 할수록 비만의 위험은 줄어듦(박미

아 등, 1998; 김은경 등, 2001). 

- 성인 남성의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활동량을 증진시켜 소비에너지 증

진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조강옥, 이현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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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의 텔레비전 시청과 컴퓨터 사용은 초등학생들의 비만 관련 

습관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미숙 등, 2008).

- 운동을 선호하지 않거나 하루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소아청소

년의 생활습관이 비만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음(조기영 등, 2008).

- TV시청 및 인터넷 이용 시간 감소 등이 장기적인 체중 감량 유지에 

영향을 미침(김영남 등, 2006).

최근 신체활동 환경 측면에서 도시설계나 도시 운동환경은 신체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설계

하여 신체활동의 중요한 동기유발이 되었다. 또한 신체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운동시설의 접근성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한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김태환 등, 

2013).

  다.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서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영양 과잉으

로 인한 비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부족

한 가구 내 사회경제적 자원이 건강한 식이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고 비만 위

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Lobstein et al., 2004). 낮은 가구 소

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건강에 좋은 신선한 식품 구매력을 감소시

키고, 저가의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비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ummins & Macintyre, 2006). 또 다른 인

자로는 저소득 가구 부모의 아동 양육이 아동의 고열량 저영양 식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nger & Donnell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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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비만 지표의 양상이 제시되어 

왔다. 

- Kim 등(2005)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경우 연령과 별다른 상관없

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복부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나이 든 남성의 경우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복부 비만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아동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소년건

강행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다(김혜련 등, 2009). 

- 일반 아동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남아와 여아 모두 신장이 작았으며, 

아동의 정상체중 비율이 낮았다. 남아는 저체중과 비만아동 비율이 

높았고, 여아는 과체중 아동이 많았다.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도 가구

상황, 가족구성원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과체중, 비만아 

비율은 부자가구, 모자가구에서 높았으며 저체중아 비율이 차상위가

구, 조손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에서 높았다(김혜련 등, 2011).

-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비만율이 높았다(임희진 등, 2009).

- 비만인 여학생은 저체중인 여학생과 비교해 편부모 가정일 가능성이 

높았다(김혜련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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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만 중재 전략과 건강영향평가 지표

본 절에서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표를 탐색하고 선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OECD, WHO, 국제비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외의 비만 중재 요소를 먼저 검토하고, 한국의 

건강도시에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 지표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등 기존 수립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

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표나 정책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표를 개발

하고 선정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1. 외국의 비만 예방관리 전략과 사업 및 지표 

  가. OECD 비만 중재 전략 요소 

OECD에서는 2008년 비만의 감소를 위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함께 비만의 결과로서 질병을 역학적으로 설

명하는 모델(epidemiological model)을 단순화하여 [그림 4-1]과 같이 

적용하였다(OECD, 2008).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OECD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중재 전략을 6가지로 들고 각각의 비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

재 전략에는 ①재정적 조치 ②학교 기반 중재 ③미디어 캠페인 ④의사와 영양

사 상담 ⑤식품광고 규제 ⑥사업장 중재 등이 포함된다([그림 4-2] 참조).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 예측과 
대응 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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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의 비만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Epidemiological model

자료: OECD. (2008). Summary of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linked to unhealthy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s. 

〔그림 4-2〕 OECD에서 분석한 비만의 예방적 중재 전략과 비용효과성

자료: OECD. (2008). Summary of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linked to unhealthy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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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학교 기반 중재, 미디어 캠페인, 의사와 영양사 상담, 사업장 

중재는 비만 예방관리의 전통적인 중재 방법이다. 최근에는 재정적 조치

라든가 식품광고 규제, 영양표시제의 강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 2014). 

1) 재정적 조치 

건강을 지향하는 재정적 조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정책을 통해 건

강한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조세 부

과, 보조금 지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수단이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강에 이롭지 않은 식품이나 음료

에 부과하는 비만세 또는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세금도 재정적 조치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OECD, 2017).

- 2011~2012년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남.

- 비만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이 사회

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식품 소비 결

정을 유도함. 

- 비만이 국가의 복지체계에 과중한 내용을 부담시키는 부정적 외부효

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과 방식은 국가별로 상

이함.

- 미국, 대만, 영국 등은 ‘비만세(Fat Tax)’ 도입 논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함.

- 멕시코는 100g당 275Cal를 초과하는 식품과 비알코올성 음료에 

8%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2011~2012년에 도입함.

- 멕시코의 뒤를 이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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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도입함. 

- 2017년 현재 식품이나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국가는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이며 덴마크는 2011년 말 도입하였

다가 2012년 말 폐기함.

- 아일랜드는 2012년 보건부에서 2014년부터 가당음료에 20% 세금

부과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건강영향평가(HIA)를 시행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2) 식품광고 규제 

2011년 이후 OECD 국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음료 광고

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칠레, 멕시코 등

에서 식품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

다. 미국에서도 식품 전반에 1회 분량과 칼로리, 당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

이 제안되어 있다(OECD, 2014).

3) 영양표시 제도 개선 

2011년 EU에서 결의한 새로운 전면표시[FOP(Front-of-Pack) la-

belling] 중 하나인 GDA 식품표시 규제가 2016년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운 표시제는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염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나. WHO 비만 중재 전략 요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새로운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각 국가에 권장하는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추진 방향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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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WHO, 2004). 

- WHO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및 전략 

  ∙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법 제정,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평가

연구 

  ∙ 신뢰할 수 있고 균형 있는 정보 제공 

  ∙ 일관성 있는 국가 차원의 식품, 농업 정책 추진 

  ∙ 신체활동 실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적 노력 추진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학교정책과 

교육과정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추진 

  ∙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비만 예방활동 강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평가 연구 투자 확대 

  ∙ 제도적 역량 강화와 보건부의 리더십 강화

  ∙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과 투자 확대

  ∙ 지지적 환경 조성, 지지적 정책 수립, 지지적 사업 수행 

- WHO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

WHO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의 프레임을 [그림 

4-3]과 같이 제시하여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와 지지적인 환경 

조성, 지지적인 정책 수립, 지지적인 프로그램 수행,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평가를 기본 프레임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 지표를 제시

하였다(WHO, 2004; WH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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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WHO 비만 예방사업 핵심 영역 모델

자료: WHO. (2008). A Framework to Monitor and Evaluate Implementation. 

∙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국가 수준의 정책, 수행계획, 위원회 조직 및 협력체계 유무, 예산 배

분, 식생활 및 신체활동 지침 유무 등 

∙ 지지적인 환경 조성

   도시계획, 교통정책, 대중교통 이용인구, 학교체육시설 등

∙ 지지적인 정책 수립

   식품 광고 규제, 건강식품 홍보 등 

∙ 지지적인 프로그램 수행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의 관련 상담 경험 인구 비율 등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 수준의 감시체계 유무,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유무 등 

∙ 결과지표(단기, 중기, 장기) 

   비만율 변화, 고혈압과 고지혈증 유병률 변화, 생애주기별 비만율, 

관련 질병별 사망률과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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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비만 예방을 위한 권장 전략(2002)

국제비만위원회(IOTF)가 권장하는 비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수준의 

전략과 사업을 보면 <표 4-1>과 같다(Kumanyika. et al., 2002).

<표 4-1>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전략과 사업 예시 

부문 
(setting or sector)

중재 전략 

1. 정부 

- 신규 및 기존 정책에서 비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가.
  (영양, 신체활동, 비만 예방 목표가 관련 정책에 포함되어 있

는가.)
- 도보, 자전거 통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이 있는가.
- 저소득층에게 건강한 식품 구매(이용)를 권장하는 식품정책

이 있는가. 

2. 식품 공급 부문 -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지원하는 표시 제도 도입 

3. 미디어 

- 음료나 식품의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한 광고나 마케팅 규제
가 있는가.

  (예: 아동의 식품과 음료 광고 규제.) 
- 건강한 생활양식 문화를 권장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메시지

가 제공되고 있는가. 

4. 비정부기구, 국제기관 등 - 식사와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보건의료서비스
(healthcare services)

- 비만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중재가 있는가.
  (예: 의사, 보건의료인에게 비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제공되고 있는가.)  
- 환자의 건강습관 개선 활동 선택 

6. 교육부서
(취학 전, 학교 등) 

- 학교 급식 등에 영양 기준 도입 등 영양과 식품 질 향상 
- 학교에서 신체활동 증진 권장 
- 도보와 자전거 타기 권장(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 등) 

7. 사업장 

- 직원식당, 음식점, 음료 등의 식품 질 개선 
- 건강식품 선택 권장 
- 운동을 위한 사업장 내 시설 제공 
- 도보, 자전거 타기 권장 

8. 가정, 가족, 이웃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식품 접근 향상 대책
- 안전한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접근 향상 대책 
- 보행자 지역 개선 
- 과일과 채소, 신체활동 접근 개선 

자료: Kumanyika, S., Jeffery, R. W., Morabia, A., Ritenbaugh, C., Antipatis, V. J., 
PHAPO, IOTF . (2002). Obeisity prevention: the case of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6, 4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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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만위원회(IOTF) 선정 지표(2002) 

  - 비만 최종 평가 지표 

◾ 비만 유병률

◾ 인구집단 평균 BMI

◾ 비만 관련 만성질환(NCD) 및 건강 문제

  - 비만 과정평가 지표(중간 지표) 

◾ 식품 섭취 지표

   - 지방 평균 섭취량(g/day)

   - 과일·채소 평균 섭취량(g/day). 

◾ 신체활동 지표 

    - 매일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인구 비율

    - 중등도 신체활동 시간(min/day)

    - 일터(사업장)까지 도보나 자전거 이용 인구 비율 

◾ 국가나 지역 수준의 사회영향 지표 (impact on societal factors) 

    - 국가의 아동 대상 식품광고 규제

    - 국가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에 비만 예방 포함 여부

    - 국가 영양정책에 비만사업 중재 

    -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시행

    - 자동차 보유량 대비 대중교통 투자 비율

    - 저소득층 대상 지역사회 수준의 식품 프로그램 접근성 

    - 지역사회의 운동 및 여가시설 이용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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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인 대상 비만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훈련의 이용 가능성

    - 포괄적인 영양정책을 가지고 있는 학교 수 

    - 학교에서 체육에 할당하는 시간 

    - 건강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식당(카페테리아)을 운영하는 사업장 수

   

  라. 아동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유럽연합(EU) 지표 

EU에서는 매년 EU 국가 예산의 7%를 비만 연관 비용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EU 국가에서도 비만율 특히 아동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EU 국가 3~9세 아동의 3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나

타났고, 2008년 4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것에 비해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러한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고 ‘EU Action Plan on Childhood Obesity 

2014~2020’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0~18세)의 비만

율과 과체중률이 더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정하고 <표 4-1>과 

같이 8가지 액션 부문별로 지표를 제시하였다(E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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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주요 지표 

1. 인생 초기에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

∙ 모유수유율 

∙ WHO Baby-friendly Hospital 규정에 따른 병원 운영 여부

∙ 아동 비만 예방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국가 및 지역 비율

∙ 모성 영양과 신체활동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국가 및 
지역 비율

∙ 영아를 대상으로 비타민D 보충제 보급 비율

∙ 4~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보충식 공급 비율

∙ 건강한 이유식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

∙ 환자에게 자판기를 포함한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1차 의료기
관 비율

2. 지역사회, 특히 
보육시설, 
유치원(pre-school), 
학교에서 건강한 환경 
형성

∙ 과일과 채소 섭취량 

∙ EU School Fruit Scheme와 New EU School Scheme에 참
여하는 학교 비율

∙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초등학교 비율

∙ 학교 조리사에서 영양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비율 

∙ 농장 혹은 텃밭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비율

∙ 조리시설이 있는 초등학교 비율

∙ 통합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국가 혹은 지역 수

∙ 초등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위한 휴식시간(active break)을 실행
하는 비율

3. 건강한 선택이 용이한 
선택이 되도록 장려

∙ 자율적으로 식품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나라 혹은 지역 수

∙ 아동에게 1회 섭취량(portion size) 정보 제공

∙ 영양섭취 가이드라인이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수

4. 비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아동에 대한 광고와 
홍보 규제

∙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여부

∙ 영양섭취 기준을 실행하는 국가 혹은 지역 수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통합된 영양
섭취 기준 존재 비율 

5.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정보 제공 
및 역량 강화

∙ 대중이 아동 비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

∙ 과체중률 혹은 비만율 감소 여부

∙ 과일 혹은 채소 소비 증가 여부

∙ 적절한 1회 섭취 제공량(portion size) 인식 확대 여부

∙ 요리수업에 참여하는 부모 혹은 가족 수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캠페인 수

∙ 국가적인 부모 혹은 가족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여부 

<표 4-2> EU Action Plan on Childhood Obesity 2014~2020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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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주요 지표 

6. 신체활동 장려 ∙ 아동의 신체활동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대

∙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운동 혹은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 

∙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 비율

∙ 지역사회에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소 및 시설 
존재 여부

7.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 아동의 신장과 체중에 관한 데이터 수집 

∙ 비만율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학교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존재 여부 

∙ 하루에 1끼 이상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비율

∙ 초등학교에서 성별·연령별, BMI에 따른 신체활동량에 관한정
보를 수집하는 비율

8. 아동 비만과 관련된 
연구 활동 장려

∙ 프로그램과 과제에 관해 EU의 경제적 지원 규모와 형태

자료: 김혜련, 조정환, 김소운, 강영호(2014), 아동 및 청소년비만에 관한 대책마련연구,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1에서 재인용. 

  마. 미국의학회(IOM) 권고 비만 예방 전략 및 지표  

2012년 미국의학회(IOM)에서는 비만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만 예방과 관리 목표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정책의 권고 사항과 

전략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환경적 수

준에서 다음 다섯 가지 영역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 전략이 중

요함을 강조한다(IOM, 2012). 

(1) 신체활동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2) 일상에서 건강식품과 건강음료를 쉽게 선택하도록 환경 조성 

(3) 신체활동과 식생활에 대한 교육 및 메시지 전달 환경 조성

(4) 비만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공급자, 보험자, 고용주의 역할 확대 

(5) 비만 예방을 위해 학교가 핵심 역할 수행: 학교의 체육교육, 급식, 

영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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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의 비만정책 평가 틀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라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단기·중

기·장기), 의도한 영향과 향상을 5단계로 제시.

○  IOM 권장 비만정책 평가 지표 

 - 성인, 아동, 유아, 청소년의 과체중률과 비만율 감소.

 - 5가지 목표 및 세부 전략별로 평가 지표 제시 

   ∙ 목표 1 

성인, 아동,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신체활동 실

천을 지지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관련 지표(학교 운동시설 개방 비

율 증가, 도로체계 규정, 도보 등교율, 자전거 사용률, 인구당 운동

시설 비율, 스포츠팀 참여율), 좌식생활 감소율 등  

   ∙ 목표 2 

성인 에너지 섭취량, 가당음료 소비, 건강식품과 건강음료 선택을 

위한 식품 환경 조성 관련 지표(가당음료 세금 부과 정책 채택, 과

일과 채소 소비, 패스트푸드점 밀집도) 등  

   ∙ 목표 3 

아동·청소년 대상의 식음료 TV 마케팅 규제, 국가의 사회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국가의 영양교육 정책 등 

   ∙ 목표 4 

지역사회 기반 일차 예방사업에 영양과 신체활동 사업 포함, 의사

를 통한 영양과 체중 조절 신체활동 상담, 비만검진  프로그램 보험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등  

   ∙ 목표 5 

학교 체육교육, 학교 급식의 표준영양지침, 건강식단 선택 가능성, 

교사 영양교육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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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미국 CDC 비만 예방 관리 지침의 전략과 목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된 

NAPO(the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 Program)에 

이어 2009년에는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지지적 환경 조성을 위한 6개 영역 24개 권고 전략을 제시한 

지역 단위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하였다(김혜련 등, 

201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식품과 음료의 선택과 이용 가능성 향상 전략 

   ∙ 공공시설 내 건강한 식음료 선택 대안 확대와 건강에 부정적 식음

료 판매 제한, 학교 내 표준영양지침 준수   

   ∙ 취약시설 내 건강한 식음료 판매점 보상 

(2) 건강한 식품과 음료의 선택 촉진 전략 

   ∙ 건강에 부정적 식음료 광고 제한, 가당음료 소비 감소를 위한 규제 등 

(3)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장소, 시설, 시간)

(4)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증진과 좌식(sedentary life) 감소 

   ∙ 체육교육 의무화와 신체활동량 증대 및 기회 확대, 운동시설 개방

학교 비율 증가  

   ∙ 공공시설 내 screen time 축소 

(5)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전략 

   ∙ 운동시설, 여가 접근성 향상 

   ∙ 자전거 도로 및 보행 도로 비율 확대,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 

   ∙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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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 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지역정부 참여 

미국 CDC 비만 예방 관리 정책의 평가체계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른 평가 틀을 제시하고 24개 지표를 예시하였다. 결과는 단

기, 중기, 장기로 지역 단위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우리나라의 관련 사업과 지표 탐색 

전 세계적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은 인구의 69%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90% 

정도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도시’는 ‘건강한 지역사

회’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도시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는 장단점이 있다. 도시는 물리적 환경, 

조성된 환경, 사회적 환경 등 거주 환경이 다르며, 각종 서비스의 접근도

도 다르다. 대기오염, 소음, 독성물질 노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당국의 정책, 가령 자전거도로 설비, 금역구역 설정, 도시계획 디자인 등

도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환경, 물

리적 환경, 조성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인

식되면서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되고 보건 분야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도 그 가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가. 건강도시 지표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환경이 각종 질병과 관계되어 있

다는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고, 건강도시 정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

양하게 발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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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서울시, 원주시, 창원시 등이 서태평양건

강도시연맹에 가입하면서 건강도시 사업이 도입되었고, 2016년 현재 80 

여 개 지자체가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도시와 관련된 지표는 WHO를 효시로 건강, 건강서비스, 환경, 사

회․경제 등으로 구성된 지표가 개발되었고,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

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OECD 웰빙지표에도 반영되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도시 계획에 건강과 환경, 주거 및 교통체계 계획이 

포함되었다(김은정, 201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도시 지표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여건 

조성, 사회환경과 생활환경, 근린환경과 공원 등 공간환경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건강, 환경, 사회경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도시지수를 개발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김은정, 2012; 김태환 등, 

2013).

우리나라 중소도시와 농촌의 건강도시 평가 기준을 개발한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건강도시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서 개인적 접근보다

는 사회환경적 접근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역별로는 환경, 인프

라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 건강도시를 위한 요건으로는 물리적 환경 여건

과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이 기존의 보건의료적 접근에서 제시된 개인 생

활양식이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개인적 접근 영역보다 순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박명배 등, 2008). 

우리나라 수도권 건강도시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지역 간 건강도시지

수를 비교하였을 때 도시공원 면적, 자전거도로 연장 등 환경부문지수의 

우선순위가 높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은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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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건강도시 지표 

우리나라는 WHO에서 개발된 건강도시 지표를 원용하고 있다. WHO

에서 제안된 4대 부문 5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을 보

면 아래와 같다(김은정, 2012). 

- 시민 건강: 평균수명,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 보건의료서비스: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 건강 관련 자원과 서

비스 접근 기회

- 환경: 대기오염, 1인당 방 수, 기본 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

- 사회․경제: 취업률, 장기실업률, 모성 취업률, 교육 수준, 행정체계 등

그 이후 유럽건강도시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건강도시 프로파일을 수

정하여 2013년에는 제6기(2014~2018)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제6기(2014~2018) 유럽건강도시 네트워크의 목표와 프로파일 

최근 제6기(2014~2018) 유럽건강도시 네트워크의 목표와 프로파일

은 다음과 같다(WHO, 2013). 4가지 분야의 목표와 17개 테마를 설정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신체활동, 영양과 비만, 건강 문해도, 

도시서비스, 건강도시 계획과 디자인, 교통 분야가 비만의 예방과 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생애주기별 개인의 건강 역량 강화 

   ∙ 생애 초기에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아동 서비스

   ∙ 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 서비스

   ∙ 취약계층

   ∙ 건강 문해도(health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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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 우선순위 공략  

   ∙ 신체활동 

   ∙ 영양과 비만 

   ∙ 알코올(음주)

   ∙ 흡연

   ∙ 정신건강

    - 인간 중심 보건의료 시스템과 공중보건 수용력 

   ∙ 도시서비스 

   ∙ 공중보건 수용력 

    -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와 지지환경 조성 

   ∙ 탄력적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 건강지향의 세팅

   ∙ 건강도시 계획과 디자인 

   ∙ 건강 지향 교통 

   ∙ 기후변화 

   ∙ 주거와 재생 

○  우리나라 건강도시프로파일 지표 

순천향대학교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도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방안 연

구에서 제시한 건강도시프로파일 지표는 다음과 같다(박윤형 등, 2015). 

  - 인구 및 건강 수준 

  - 생활습관: 영양, 비만, 신체활동, 기타 생활습관 

  - 생활환경(물리적, 사회경제적, 주거환경) 

  - 건강한 도시 인프라: 안전, 녹지공간, 건강한 교통, 문화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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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등(예: 보행친화도, 대중교통 이용률, 자전거 이용, 생활

체육시설, 공공문화시설기반 등) 

  - 보건의료정책 및 서비스

  - 건강형평성 

 ○  건강도시지수 개발  지표 

순천향대학교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개발한 대한민국건강도시

지수를 보면 다음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강은정 등, 2016). 

- 물리적 환경: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1000명당 여가시설 

수, 운동시설 수, 운동시설 접근율, 단위면적당 자전거도로 연장, 교

통안전도 평가지수, 대중교통 여건 만족도

- 건강행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 건강 결과: 주관적 건강 수준,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 순환기 질

환, 당뇨, 암 사망률 

○  웰빙 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연구의 구성 요소  

국토연구원의 웰빙 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에서 제시

한 도시환경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

과 같다(김태환 등, 2013). 

∙ 물리적 환경: 토지이용계획 

공원, 녹지, 수변공간

커뮤니티 환경 

주거 환경 

교통 및 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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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대기, 수질, 소음환경 

∙ 사회적 환경: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사회통합

고용기회 

사회적 자본 

∙ 주요 계획 이슈: 접근성

연결성

안전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환경 지표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걷기 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주관적 건강 수

준 인지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원까지의 거리, 단위면적당 공

원 수, 1인당 공원 면적 등이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태환 등, 2013, pp. 94-108).

○ 미국 캘리포니아 도시의 건강계획 관련 정책(김태환 등, 201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지역(도시, 카운티)의 도시계획에서는 일반 

도시계획에서보다 건강 개념을 포함하여 지역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와 보행자 시설, 공원 공간 확보 외에도 헬스케어의 건강식

품 접근성, 형평성, 환경 요소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영역 외에 혁신적인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김태환 등, 2013,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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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정책 

  ∙ 토지 이용

  ∙ 교통

  ∙ 신체활동: 자전거 시설, 보행자 시설,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 환경의 질: 오염 

- 혁신적 정책 

  ∙ 공중보건 관심 증대 부문 

  ∙ 헬스케어와 예방: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지원, 헬스케어 서

비스 접근성, 영양과 신체활동 관련 교육

  ∙ 건강한 식품접근성: 로컬푸드, 도시농업, 파머스마켓, 건강한 식품 

소매, 식량 원조 

  ∙ 형평성: 취약계층 환경, 기회와 위험의 형평성  

  ∙ 기후변화: 그린빌딩 및 개발

  나.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비만 정책 지표 

우리나아에서 대표적인 비만 정책을 내포하고 있는 보건정책은 ‘건강

증진종합계획’이다. 현재 수정된 4차 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목표와 추진사업 중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영향평가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업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1) 건강증진 종합계획 HP2020(2016~2020)

제4차 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비만 관련 분야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 부문에 포함된 ‘비만’(중점 과제 9)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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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예방을 위한 목표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부문에 포함된 ‘영양’(중

점 과제 4) 및 ‘신체활동’(중점 과제 3)이 있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부문 중에서는 ‘근로자건강증진’(중점 과제 22), 

‘군인건강증진’(중점 과제 23), ‘학교보건’(중점 과제 24)에서도 비만 유

병률 감소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1) 비만(중점 과제 9)

- 목표: 비만 억제를 위한 2020년 유병률 목표를 지표 형태로 제시

  ∙ BMI 비만 유병률 목표(성인 과체중과 비만, 아동, 청소년 중·고교

생 남녀별) 

  ∙ 허리둘레 복부비만 목표

- 사업   

   정보제공과 홍보캠페인,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강화, 직장

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서비스 제

공,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고도비만 관리 지원 

(2) 영양(중점 과제 4) 

- 목표(지표로 제시)

  ∙ 적정체중 성인인구 비율  

  ∙ 지방 적정 수준 섭취 인구 비율 

  ∙ 당 적정 수준 섭취 인구 비율 

  ∙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율  

  ∙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  

  ∙ 건강 식생활 실천율 

  ∙ 아침결식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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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건강체중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당류 저감화 사업 

(3) 신체활동(중점 과제 3)

- 목표(지표로 제시)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성인, 노인, 청소년) 

  ∙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성인, 노인, 청소년)

  ∙ 신체활동 형평성 제고(소득 4분의 1분위층 유산소 및 근력 신체활

동 실천율)

- 사업 

  ∙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구축 

  ∙ 생애주기별 생활터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20)에서 <표 

4-3>과 같이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감소 내지 억제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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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수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20)의 비만 부문 목표와 지표

지표명 2008 2013 2020

 1.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성인 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성인 남자 35.6% 37.6% ≤ 37.0%

      성인 여자 26.5% 27.5% ≤ 27.0%

 2.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성인 남자 4.0% 5.1% ≤ 5.0%

      성인 여자 3.6% 4.4% ≤ 4.0%

 3. 성인의 복부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성인 남자 25.6% 23.4% ≤ 25.0%

     성인 여자 24.9% 20.1% ≤ 25.0%

 4. 아동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남아(초등학생) 5.99% 9.7% ≤9.0%

     여아(초등학생) 4.53% 8.3% ≤8.0%

 5. 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남자 청소년(중학생) 13.36% 16.5% ≤16.0%

     여자 청소년(중학생) 7.90% 10.6% ≤10.0%

     남자 청소년(고등학생) 16.08% 21.0% ≤21.0%

     여자 청소년(고등학생) 8.18% 13.6% ≤13.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6-2020, p.178
에서 재인용.

2)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대책(안) 국가 지표 개발 사례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 예방대책은 2014년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 내용이다

(김혜련 등, 2014). 아직까지 제안된 대책이 바로 정책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 [그림 4-4]와 같다. 

“차세대를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

분야의 핵심 대책에 12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

는 지표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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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국가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대책 방향(2014년 보건복지부 개발안)

비전
“차세대를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슬로건: High-5 Together!(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목표

• 건강체중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비율의 증가 

•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건강행태 및 신체상 개선 

•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련된 지표의 개선 

기본 방향

 -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 접근과 건강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한 비만 예방 실천 교육

과 홍보의 확산 

 - 사회생태적 접근, 건강형평성 고려, 지역 특성 고려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

방사업의 추진

 -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관련 부처 간, 공공 및 민간 간 연계협력 강화

 -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 관련 인력의 강화와 올바른 건강생활 역량 강화 

 -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옹호 및 지지 기반 조성 

핵심 대책 추진 과제

1. 건강한 식습관

과 신체활동 실

천 교육 및 프

로그램 확산 

 1-1. 영유아 혹은 취학 전 아동 대상 비만 예방 건강생활습관 실천교육 확산

     (영양·신체활동·건강한 신체상을 포괄하는 건강생활 지원)

 1-2. 학교 기반 중재: 초․중․고 학생의 올바른 비만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교육 확산(영양·신체활동·건강한 신체상)

 1-3. 취약계층 아동 건강체중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강화

     (영양·신체활동·건강한 신체상)

 1-4. 고위험 대상 집단의 비만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2. 효과적 비만 예

방 교육․홍보 전

략의 강화와 인

력 개발 

 2-1. 아동․청소년 연령군별 비만 예방 교육홍보 및 사회마케팅 전략 개발

 2-2.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정보인프라 구축(건강, 영양, 신체활동, 비만)

 2-3. 부모, 교사 등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옹호 활동

3. 비만 예방

 지원환경 조성

 3-1.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

 3-2. 신체활동 증진 환경 조성

4. 정책적 지지

 인프라 구축

 및 모니터링

 4-1.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사업 리더십 확보, 부처 간 부문 간 협력체계 개선

 4-2.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의 정비 

 4-3. 아동․청소년 비만 모니터링과 평가 및 연구 강화

자료: 김혜련, 조정환, 김소운, 강영호. (2014).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대책 마련 연구.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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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주요 지표 개발(안)

추진 과제 (분야) 주요 지표 

결과지표 ∙ 성별·연령별, 학년별 비만·과체중 유병률과 증감 수준 

∙ 소득수준별 비만·과체중 유병률과 증감 수준 

1. 영유아·취학 전 
아동 대상 비만 
예방 건강생활습관 
실천교육 확산 

∙ 모유수유 실천율(완전모유수유율, 혼합모유수유율) 

∙ 건강한 이유식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은 모성 비율

∙ 아동 비만 예방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율 

∙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에서 적절한 과일과 채소 제공 수준 

2. 학교 기반 중재: 
초중고 학생의 
올바른 비만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교육 확산 

∙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초중고 학교의 비율

∙ 학생에게 영양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 

∙ 학교 조리사에게 영양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 

∙ 초등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위한 휴식시간(active break) 실행 비율

3. 취약계층 및 비만 
고위험 아동의 
건강체중 
지원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에서 영양지도·신체활동 시행 기관 비율

∙ 비만 고위험 아동과 청소년의 관리 및 연계 수준

4. 아동 비만 예방 
홍보 활동과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캠페인·사회마케팅의 개발 수

∙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캠페인 개발 수 

5. 부모, 교사 등 
관련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옹호 
활동 

∙ 부모와 가족의 아동 비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 

∙ 아동 건강과 비만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기회에 참여하는 부모 비율

∙ 교사의 아동 비만 문제 인식 수준 

6.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 

∙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여부

∙ 학교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존재 여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광고 제한을 위한 제도·규제 시행 수준 

7. 신체활동 증진 환경 
조성 

∙ 아동의 신체활동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대

∙ 학교에서 운동 혹은 신체활동을 시행하는 시간 

∙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 비율

∙ 지역사회에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장소·시설 수 

8. 정책적 지지 인프라 
구축 

∙ 비만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수준(중앙, 지자체, 학교)

∙ 부처·부문 간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사업 운영 수준 

9. 모니터링과 
평가·연구 활동

∙ 아동의 신장과 체중, 신체활동량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비만율을 추
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아동 비만과 관련된 연구 활동 수준 

자료: 김혜련, 조정환, 김소운, 강영호(2014),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대책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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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비만대책(안) 지표 개발 사례 

2015년 개발된 서울시 비만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안)을 보면 [그림 

4-5]와 같다. “모든 시민이 건강체중을 알고 실천하는 서울시 구현”을 비

전으로 제시하면서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 실천 향상’에 목표를 두

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1)사회문화적 환경 2)정책적 환경 3)지역사회 환

경 4)개인역량 강화 5)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과제를 개발한 바 있다(김

광기 등, 2015). 

〔그림 4-5〕 서울시 비만 예방 관리 종합실행계획(안), 2015년 

자료: 김광기, 제갈정, 이충근, 이지현, 조화연, 이경원. (2015). 서울시 비만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서울특별시,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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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전략(안) 개발 사례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대책은 2011년 서울특별시의 정책과제

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된 ‘서울시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전략 개발’ 연구 내용이다(김혜련 등, 2011). 서

울시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대책은 아직까지 제안된 대책이 바로 정책

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시된 전략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모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WHO의 비만 예방 사업 핵심 영역 모델(WHO, 2008, [그림 4-3] 참조)

을 적용하여 5개 부문의 핵심 전략에 17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그림 

4-6]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이 전략 개발에서는 국가 수준의 전략이 아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전

략으로 전략과 사업 중심으로 개발되어 별도의 평가 지표는 제시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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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전략 방향(2011년 서울특별시 개발안)

자료: 김혜련, 김기랑, 이은영, 정진욱, 김어지나. (2011). 서울시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전략개발 
연구. 서울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3~2016)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관

리를 주요 전략으로 세우고 3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 영양표시제도 확대 시행, 나트륨섭취 저감화 등 환경 조성 및 교육홍보

-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영양관리 

- 식생활 모니터링, 영양관리 근거 기준 마련 등 기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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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립된 제2차 영양관리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인구 고령

화, 1인가구․만성질환자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

어 개인의 영양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능동적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진

단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로 건강식생

활 실천 인구 증가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3가지 핵심 전략하에 세부 추

진 과제를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강화

-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6)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

식약처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이미 WHO 기준을 초과하였고 국민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2016년 제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0

년까지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유도(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

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실천운동 확대

   ∙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 지원

-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확대, 가공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

준치(%)’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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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산업체에 당류 저감 기술을 개발, 보급

   ∙ 적정 섭취 기준(1일 기준치) 대비 영양정보 제공 

- 당류 줄이기 추진 기반 구축

   ∙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의 관련성 연구  

   ∙ 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 구축

7)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비만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적으로 2014년부터 비만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고 내부 활동을 정리한 비만백서를 발행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이 위원회 활동으로 비만 예방정책 세미나 등 사업과 정보 제공 

사업, 비만 예방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2절 비만 건강영향평가 지표 선정(성인·아동)

1. 국외의 비만 지표의 동향과 공통점  

WHO, EU, 국제비만기구 및 건강도시 관련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사

례와 기존에 제안된 비만 예방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정책연구, 최근의 건

강도시 권장 지표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동

향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략은 다음의 네 가

지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만 결정 요인을 포괄하는 접근 필요 

비만 결정 요인은 개인의 식품 섭취, 신체활동 수준과 개인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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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가 직접적 요인이지만 개인을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 규범, 물

리적 환경, 국가와 국제적 요인 등의 복합(complex) 산물이라는 국제비

만위원회(IOTF)의 ‘비만 Casual-web’ 개념이나 미국 CDC에서 적용한 

사회생태적 모델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과 정책적 지지 필요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행동 

변화,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우

리나라 비만 예방이나 관리 사업이 개인적인 접근, 정보 제공과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적 접근으로 편중되어 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유승

현 등, 2016, p. 53).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과 환경, 나아가

서 도시계획과 디자인, 교통 등의 환경여건 조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추

세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책무, 지지적인 다양한 부문의 

공공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전략에서는 정부의 

정책, 식품 공급 부문의 역할, 미디어의 정보 제공 역할과 광고 규제, 보

건의료 부문에서의 역할,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비만 예방 전략을 강조하

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적 접근보다는 정책적, 환경적 접근임을 볼 수 

있다. 미국의학회(IMO)의 비만 예방 전략 지표에서도 환경 조성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다. WHO 비만 예방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를 보면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지지적 환경 조성, 지지적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요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다. 비만의 발생에 결정적

인 영양을 미치는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성과 정책 

지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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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결정 요인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협력체

계 구축 필요

 비만이 개인의 행태를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적 규범, 물리적 환경, 

식품영양, 신체활동 및 체육, 미디어, 유통, 교통, 도시 제반 시설 등에 다

양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여러 부문 간 협력, 정부의 부처 간 협력이 필수이며, 다

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비만 관련 사업에서 관련 부처나 기관, 사업 간의 연계나 통합 

및 협력이 매우 미흡하므로 사업의 중복이나 공백이 있으며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김혜련 등, 2009).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기존 비만 정책과 사

업이 협력과 거버넌스, 자원의 연계가 부족하며, 다부문 접근이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대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독 부처 중심

으로 개별 단위사업 형태로 수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유승현 

등, 2016, p. 53).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확보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 비만 정책과 사업

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점은 평가와 연구 부분이다. 그동안 비만 관련 사

업에서 효과평가나 과정평가를 시도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근거 기반 중

심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유승현 등, 

2016, p. 58).

성인,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성별 비만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의 지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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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지표 성인  
아동

청소년  

비만 수준
(결과 지표)  

∙ 성별·연령별 소득 수준별 과체중 인구 비율 
(성인 BMI 25kg/㎡ 이상, 아동·청소년 별도 기준)

◯ ◯
∙ 성별·연령별 소득 수준별 비만 인구 비율 

(성인 BMI 30kg/㎡ 이상, 아동·청소년 별도 기준) 
◯ ◯

∙ 성별·연령별 소득 수준별 성인 복부비만율 
(허리둘레 기준) 

◯
∙ 성별·연령별 소득 수준별 건강체중 인구 비율

(성인 18.5<BMI≤25.0)
◯ ◯

비만 관련 
건강생활 

실천  

∙ 국가 식생활지침 실천 인구 비율 또는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성, 연령, 경제 수준별)  

◯ ◯
∙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5회 30분 이상/주)

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에 피드백되고 조정되며, 근거 

기반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초 통계와 

자료가 생산되는 시스템, 예컨대 WHO에서 제시된 시스템10)과 같은 사

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비만 건강영향평가 지표 선정(성인, 아동․청소년)

본 연구에서 기존의 WHO 비만 전략을 포함한 국내외 비만 관련 정책

과 지표를 고찰하고 기존 연구들을 수집하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 

2020)에서 제시된 목표를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진의 검토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만 건강영향평가 지표는 <표 4-5>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표는 성인과 아동 ․ 청소년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지표가 

성인이나 아동 ․ 청소년에서 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5> 비만 건강영향평가 지표의 선정 결과 

10) WHO 비만 예방사업 핵심 영역 모델(WHO,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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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지표 성인  
아동

청소년  

∙ 한국인 신체활동 지침 실천 인구 비율 ◯ ◯
∙ 신체활동(유산소, 근력) 실천율
  (성별, 연령그룹별, 사회경제 수준별)

◯ ◯
∙ 가공식품 영양표시 이용률 ◯ ◯
∙ 과일·채소 500g/일 섭취 인구 비율 ◯ ◯
∙ 생후 6개월 완전 모유수유 실천 산모 비율 ◯

교육 및 
홍보 

∙ 단체급식을 통한 영양교육 시행 학교, 사업장 비율  ◯ ◯
∙ 소비자 식품정보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접근도) 
◯

∙ 학교 영양교육․상담 시수, 
운영 학교 비율 및 수혜 학생 비율

◯
∙ 체육교육 시수, 신체활동을 위한 휴식시간

(active break) 실행 학교 비율 및 수혜 학생 비율 
◯

∙ 식품 섭취와 신체활동을 모니터하는 IT 개발 보급 ◯ ◯

식생활 환경
조성

∙ 영양표시 가공식품 비율 ◯ ◯
∙ 알기 쉬운 영양표시(GDA 등) 가공식품 비율 ◯ ◯
∙ 메뉴 영양표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비율  ◯ ◯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음료 광고 규제 시행 수준 ◯
∙ 비만 유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규제

(먹방, 쿡방 등) 
◯ ◯

신체활동 
환경 조성 

∙ 보행친화도(walkability) 지수, 
차도 대 보행자 도로 비율

◯ ◯
∙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조성 수준 ◯
∙ 안전한 자전거 친화 도로 확보 수준   

(단위면적당 자전거 도로, 차도 대비 자전거 도로)
◯ ◯

∙ 공원,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접근성 
(1인당 공원 면적,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수 등)

◯ ◯
∙ 지역사회에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소·

시설 수 
◯ ◯

∙ 대중교통 수송 분담 비율 ◯ ◯

보건의료
서비스

(healthcare 
services)

∙ 과체중·비만 고위험자의 비만상담과 관리를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 ◯
∙ 비만 고위험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맞춤형 관리 수준과 

연계 수준 
◯ ◯

∙ 보건의료 인력 대상의 비만 예방 관리 교육훈련 기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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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지표 성인  
아동

청소년  

정책적 지지

∙ 비만 예방 사업 예산 확보 규모와 형태
(중앙, 지자체, 학교, 사업장)

◯ ◯
∙ 부처·부문 간 연계를 통한 비만 예방 사업 운영 수준 ◯ ◯
∙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평가 지원 수준 ◯ ◯
∙ 임신과 출생에서부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가족 단위 건강증진정책, 가족정책 
◯ ◯

∙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정책의 
연계 추진 

◯ ◯

모니터링.
평가

∙ 연령별, 성별, 사회경제 수준별 성인 비만 수준 모니터링 ◯
∙ 아동 청소년 비만 수준 모니터링

(학교건강검사, 취약계층 아동)
◯

∙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관련 정책과 사업 평가(타당성, 지속성, 효과성 등)  

◯ ◯

제3절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에 대한 정책 전략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과 대응정책, 지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내용의 개발 

○ 조사 대상: 

전문가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조사

○ 조사 목표  

비만 수준 인식, 비만 유병 추이 예측, 비만의 건강영향 인식, 기존 사

업이나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개입정책의 영향 인식, 비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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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전략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비만 예방과 관리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 내용 

가.  비만 수준 인식 

질문 1-1. 비만 증가 추세 인식과 예측(성인, 아동·청소년별로 질문)

우리나라 성인과 아동·청소년에게서 과체중과 비만(BMI 

25kg/㎡ 이상)이 어느 정도 수준(심각성)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수준은 어떻게 변화할 것

으로 보십니까?(예: 연령, 성, 사회경제적 특성별 비만의 증가 

및 감소)

나.  비만의 건강영향, 만성질환과의 관계(성인·아동·청소년별로 질문)

질문 2. 성인과 아동·청소년에게서 비만이 향후 10년간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5점 척도: 거의 영향 없을 것...큰 영향을 미칠 것) 

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사회 비만(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예측 의견 

(영향력이나 변화의 정도를 5점 척도: 거의 영향 없을 것...큰 영향을 

미칠 것) 

질문은 비만의 사회생태적 접근 모델을 고려하여 개인적 접근, 물리적·

사회문화적·환경적 접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등의 영역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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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이 평가한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개인적 요인>

질문 3-1. 지방 섭취 등 고열량식품 섭취 증가

질문 3-2. 신체활동 감소 

질문 3-3. 개인의 주관적 체중 인식 증가

질문 3-4. 개인의 체중 조절 노력 증가

<물리적·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질문 3-5. 외식, 매식 증가 등 식생활 변화

질문 3-6. 가당음료 섭취 증가 

질문 3-7. 고지방, 고열량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질문 3-8. 가공식품, 편의식품 섭취 증가

질문 3-9. 식품 광고의 사회적 영향 

질문 3-10. 신체활동 시설 및 장소(공간) 접근성 

질문 3-11.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기회)과 프로그램

질문 3-12.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 등으로 좌식생활 증가

질문 3-13. 신체상(body image),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 변화>

질문 3-14. 도시화 진전 

질문 3-15. 자동차 이용 증가, 보행 감소

질문 3-16. 소비자의 과잉섭취를 유인하는 식품 마케팅과 광고 

질문 3-17. 식품유통의 국제화, 수입식품 증가

질문 3-18. 디지털 기술 발달, 사무자동화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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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전략. 정책 중재의 필요성, 시급성

에 대한 의견 

 질문은 WHO의 비만 예방 관리 전략 모델을 기초로 5부문의 전략(전

략적 리더십 발휘, 지지적 환경 조성, 지지적 정책 수립, 지속적 모니터

링·평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이 평가한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전략적 리더십 발휘>

질문 4-1. 국가 식생활 표준지침 제시 및 홍보

질문 4-2. 국가 신체활동 표준지침 제시 및 홍보 

질문 4-3. 신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비만 영향평가 도입

질문 4-4. 비만 관련 부처, 조직 간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 강화

질문 4-5. 비만 예방과 관리 사업 예산 배분 및 투자 확대

질문 4-6. 부처 간 비만 예방 사업의 공동 추진(예: 보건부서와 문체부 및 

교육부 사업부서) 

질문 4-7. 인터넷 비만 예방 관리 정보 모니터링과 일반 대중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질문 4-8. 신규 및 기존 정책에 비만 영향평가 도입 권장 

<지지적 환경 조성>

4-9. 보행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과 접근성 향상

4-10. 자전거 이용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사업, 규정

4-11. 학교 주변 걷기 통학 환경 조성

4-12.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조성 향상 

4-13. 지역사회 운동체육시설 공동 이용 및 개방 확대(학교 운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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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청소년 스포츠팀, 클럽활동 활성화

4-15. 학교, 사업장(근로자 일터), 지역사회 내 운동 및 여가시설 이용 접

근성 향상(면적당 또는 인구 1000명당 공원, 체육시설 확대)

<지지적 정책 수립>

질문 4-16.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는 영양표시제 적용 식

품 확대 

질문 4-17. 소비자의 식품정보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질문 4-18. 패스트푸드점(프랜차이즈, 일정 규모 이상)의 메뉴 영양표시

제 확대

질문 4-19. 식품생산자가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식품 성분 조정

(reformulation, 예: 당저감제품 생산 등)

질문 4-20. 가당음료, 탄산음료나 고지방 식품에 대한 소비세(비만세) 부

과 정책 도입

질문 4-21. 비만 유발 식음료 TV 광고 마케팅 규제, 광고 규제 시간 확대 

질문 4-22. 의료인의 비만 예방 상담 관리를 수가화하는 건강보험정책 

도입

질문 4-23.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비만 예방 활동(예: 보건의료인에게 

비만 예방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질문 4-24. 학교 영양교육, 보건교육, 체육교육 강화 정책 시행

<지지적 프로그램 수행>

질문 4-27. 단체급식, 사업장 현장에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강화 

질문 4-28.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질문 4-29. 학교의 체육교육 개선 

질문 4-30. 좌식생활 감소를 위한 캠페인(학교,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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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31.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비만 예방 내용 확대 

질문 4-32. 모유수유 증진(산전·후 관리, 직장 내 지원정책 등)

질문 4-33. 건강한 생활양식 문화를 권장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메시지 

제공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평가>

질문 4-34. 성인, 아동·청소년의 비만 수준 및 비만 관련 지표 모니터링

질문 4-35. 비만정책과 사업을 위한 근거 기반 통계생산 및 연구 개발

질문 4-36. 정기적인 비만 예방정책 모니터링

마. 기존 비만 예방관리 서비스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이 질문은 기존의 보건소 비만 예방 관련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와 연

계, 웹 기반 비만 관련 민간 상담서비스나 웹 기반 체중감량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향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델파이조사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문서번호 제2017-29호).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전문가 30명, 전문가 리스트는 연구진에서 분야별로 선

정함

○ 방법: 이메일로 2회 시행(2017년 8~9월)

○ 조사 내용: 우리나라의 비만 수준과 심각성, 미래 만성질환에 미치

는 영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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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우리나라 비만 수준의 심각성

현재 우리나라 비만 수준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지만 미래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성인 비만보다는 소아 

비만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미래 비만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영향력 정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물리적·사회문화적 요인, 사

회변화의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때 향후 10년간 이 같은 요인의 영향력은 

물리적·사회문화적 환경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비만관리 면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측되었다. 정부 주도의 사업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의 사업이 중요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지적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모니

터링 평가 등이 중요할 것으로 응답되었다.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

공 기관의 서비스는 보건소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비만관리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웹 기반의 체중감량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1차 델파이조사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집단별 비만 수준의 심각성과 미래 만성질환 영향 정도

비만 수준 심각성
(5점 척도)

미래 만성질환 영향 정도
(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인 3.6 0.7 4.6 0.5

아동·청소년 3.8 0.7 4.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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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영향 요인이 비만 증가에 미치는 영향(5점 척도, 평균)

(3) 비만 예방 또는 관리와 관련한 역할 변화 양상(5점 척도, 평균)

개인 역량 요인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어 자발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소비자 선도 
요인

현명한(informed) 소비자가 선도적으로 비만 관리 시장의 변화를 이끌
어 갈 것이다. 소비자의 선도적 행동에 따라 민간회사는 비만 예방에 도
움이 되는 식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할 것이다. 

지역사회 영향 
요인

지역사회 주민이 비만 문제 대책을 상의하고 연대 행동을 취한다.

정부 주도 요인
정부 주도로 가당식품에 과세를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4)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의 적절성(5점 척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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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의 필요성(5점 척도, 평균)

(6)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의 유형별 필요성 개요(5점 척도, 평균)

전략적 리더십 4.4

지지적 환경조성 4.5

지지적 정책수립 4.4

지지적 프로그램 수행 4.3

지속적 모니터링 평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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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비만 예방 및 관리 관련 중앙정부 정책 요구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구분　
조사 결과
(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전략적 리더십>
국가 식생활 표준지침 제시 및 홍보 4.3 0.9
국가 신체활동 표준지침 제시 및 홍보 4.3 0.9
신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비만 영향평가 도입 4.3 0.7
비만 관련 부처·조직 간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 강화 4.8 0.4
비만 예방과 관리 사업 예산 배분 및 투자 확대 4.4 0.6
부처 간 비만 예방 사업의 공동 추진(예: 보건부서와 문체부 및 교육부 사업부서) 4.8 0.4
인터넷 비만 예방 관리 정보 모니터링과 일반 대중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4.3 0.7
<지지적 환경 조성>
보행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과 접근성 향상 4.6 0.6
자전거 이용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사업, 규정 4.3 0.8
학교 주변 걷기 통학 환경 조성 4.5 0.6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조성 확대 4.5 0.7
지역사회 운동 체육시설 공동 이용 및 개방 확대(학교 운동장 등) 4.6 0.5
청소년 스포츠팀, 클럽활동 활성화 4.4 0.7
학교, 사업장(근로자 일터), 지역사회 내 운동 및 여가시설 이용 접근성 향
상(면적당 또는 인구 1,000명당 공원, 체육시설 확대) 

4.6 0.6

<지지적 정책 수립>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는 영양표시제 적용 식품 확대 4.5 0.6
소비자의 식품정보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4.5 0.7
패스트푸드점(프랜차이즈, 일정 규모 이상)의 메뉴 영양표시제 확대 4.3 0.7
생산자가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규제(식품 성분 조정(reformulation, 
예: 당 저감 제품 생산 등)

4.3 0.7

가당음료, 탄산음료나 고지방 식품 대상의 소비세(비만세) 부과 정책 도입 4.1 0.9
비만 유발 식음료 TV 광고 마케팅 규제, 광고 규제 시간 확대 4.4 0.7
의료인의 비만 예방 상담 관리를 수가화하는 건강보험정책 도입 4.2 0.6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비만 예방 활동(예: 보건의료인에게  비만 예방 교
육훈련 기회 확대) 

4.3 0.7

학교 영양교육, 보건교육, 체육강화 정책 시행 4.7 0.5
<지지적 프로그램 수행>
단체급식, 사업장 현장에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강화 4.2 0.9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 강화 4.5 0.7
학교 체육교육 개선 4.7 0.5
좌식생활 감소를 위한 캠페인(학교, 사업장, 가정) 4.2 0.7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비만 예방 내용 확대 4.3 0.7
모유수유 증진(산전·후 관리, 직장 내 지원정책 등) 4.0 0.8
<지속적 모니터링·평가>
성인, 아동·청소년의 비만 수준 및 비만 관련 지표 모니터링 4.6 0.6
비만정책과 사업을 위한 근거 기반 통계생산 및 연구 개발 4.6 0.6
정기적인 비만 예방 정책 모니터링 4.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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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단체급식에서 학교, 사업장, 시설의 영양교육 시
행 확대와 내실화 

4.3 0.8 5.0 2.0

∙ 소비자 식품정보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접근도) 강화

4.0 0.8 5.0 2.0

∙ 학교 영양교육, 상담 시수, 운영 학교 비율 및 
수혜 학생 확대

4.1 0.8 5.0 2.0

∙체육교육 시수, 신체활동을 위한 휴식시간
(activebreak) 실행 학교 비율 및 수혜 학생 확대 

4.5 0.7 5.0 3.0

∙식품 섭취와 신체활동을 모니터링하는 IT 개발 
보급 

3.7 0.8 5.0 2.0

∙영양표시 가공식품 확대 4.0 0.7 5.0 3.0

⧠ 2차 델파이조사 결과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비만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미래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정책의 대분류 항목을 AHP로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는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책 

도입,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비만 관리를 위한 건강증

진 서비스 확대 보급,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비만 예방 관리, 

개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델파이조사 결과 미래 비만정책의 우선순위 AHP 분석 결과

구분
상대적 
중요도

CR값
우선
순위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0.209

0.004592

1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0.188 3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책 도입 0.192 2

개인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0.123 6

비만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보급 0.161 4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한 비만 예방 관리 0.127 5

〈표 4-8〉 델파이조사 결과 비만 정책 세부 과제별 중요도

(단위: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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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알기 쉬운 영양표시(GDA 등) 도입한 가공식품 
확대

4.2 0.7 5.0 2.0

∙메뉴판 영양표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확대 4.0 0.7 5.0 3.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음료 광고규제 강화 4.3 0.7 5.0 3.0
∙비만 유발 매스미디어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규
제(먹방, 쿡방 등) 

4.2 0.8 5.0 3.0

∙보행친화도(walkability) 지수, 차도 대비 보행
자 도로 확대

4.4 0.7 5.0 3.0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조성 확대 4.4 0.7 5.0 3.0
∙안전한 자전거 친화 도로 확대(단위면적당 자전
거 도로, 차도 대비 자전거 도로)

4.1 0.8 5.0 3.0

∙공원,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접근성 향상(1인당 
공원 면적,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수 등)

4.4 0.5 5.0 4.0

∙지역사회에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운
동 장소·시설 확대 

4.4 0.6 5.0 3.0

∙대중교통 수송 분담 비중 증가 3.6 0.9 5.0 2.0
∙보건소를 통한 과체중·비만 고위험자의 비만상
담과 관리 서비스 접근성 증진 

4.0 0.9 5.0 2.0

∙병·의원을 통한 비만 고위험 아동·청소년과 성
인의 맞춤형 관리 수준 및 연계 수준 개선 

3.8 0.7 5.0 3.0

∙보건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을 통한 비만 
예방 관리, 상담 기회 제공 확대 

3.7 0.7 5.0 2.0

∙건강관리 인력(보건교육사, 영양사, 건강운동관
리사 등)을 통한 비만 예방 관리, 상담 기회 제
공 확대

4.1 0.8 5.0 2.0

∙비만 예방 사업 예산 확보 규모 확대(중앙, 지자
체, 학교, 사업장)

4.4 0.6 5.0 3.0

∙부처·부문 간 연계를 통한 비만 예방 사업 운영 
수준 개선 

4.7 0.6 5.0 3.0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영양조사 외 다
양한 조사, 연구, 평가 지원 예산 확충 

3.9 0.8 5.0 2.0

∙임신과 출생에서부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
원하는 가족 단위 건강증진 정책, 가족 정책 강화 

3.8 0.8 5.0 2.0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
리 정책의 연계 추진 강화 

4.3 0.7 5.0 2.0

∙연령별, 성별, 사회경제 수준별 성인 비만 수준 
모니터링 강화 

4.2 0.8 5.0 3.0

∙아동·청소년 비만 수준 모니터링(학교 건강검사,
취약계층 아동)강화 

4.2 0.7 5.0 3.0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관련 정책과 
사업 평가(타당성, 지속성, 효과성 등) 

4.2 0.8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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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중앙부처의 부처 간,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사업 수행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비만 예방 사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

다. 아동·청소년 비만 모니터링, 연령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비만 

수준의 모니터링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연

구와 평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품산업의 규제 차원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

는 식품광고와 먹거리 방송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단체급식의 내실화, 

영양표시제 강화 등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의 영양표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비만 예방을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보행친화도를 높이는 

환경 조성과 자전거 친화 도로 확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

시설, 산책로 등의 접근성 향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

비스 제공 면에서는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고 건강

관리 인력을 활용한 예방 관리와 상담서비스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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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인의 비만 관련 미래영향 인식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

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득하였다(문서번호 제2017-29호).

⧠ 일반인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전국 대표샘플 1,000명(만 19~59세)

  ○ 조사 기간: 2017년 8월 31일~9월 5일(총 6일)

  ○ 조사 방법 

    - 전화조사(휴대전화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휴대전화 RDD

는 전화번호 11자리 중 ‘010’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별로 

할당한 2자리 숫자를 제외한 휴대전화번호 6자리를 무작위로 생

성하여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하였다).

    - 지역 구분: 전국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주민등

록인구통계(2017년 7월)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비례에 맞추어 표

본을 추출하였다.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세종

      ④ 광주·전라

      ⑤ 대구·경북

      ⑥ 부산·울산·경남

      ⑦ 강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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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내용

    - 현재 비만 수준에 대한 인식 

    - 체중 조절 여부와 방법

    - 체형 인식에 대한 의견 

    - 비만 예방과 관리 서비스의 이용 수준과 향후 영향에 대한 인식

    - 비만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등 

  ○ 통계 분석

    - 질문 항목별 기술 분석, 평균, 표준편차,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 조사 결과

     - 만 19~59세 응답자 분포는 남자 51.3%, 여자 48.7%였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체중 조절 경험자는 64.4%, 체중 조절 미경

험자는 35.6%였다. 자기보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BMI는 정상군

이 67.3%였다. BMI 25kg/㎡ 이상의 비만인 사람은 26.3%였다.

     - 응답자의 거주지는 대도시 45.3%, 중소도시 43.2%, 농어촌 

11.4%였다.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는 13.4%였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대학 졸업이 52.8%였고 고등학교 졸업은 32.5%였다. 

직업은 사무직이 36.6%, 가정주부 및 무직 26.3%, 서비스업 

22.4% 등이었다. 

     - 우리나라의 비만 수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34.4%였다.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9.8%, 본인이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8%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비

만의 심각성에 대하여 연간 체중 조절 경험자는 36.0%, 체중 조

절 미경험자는 31.4%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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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 (513) 51.3

여 (487) 48.7

연령

19~29세 (216) 21.6

30~39세 (237) 23.7

40~49세 (278) 27.8

50~59세 (269) 26.9

체질량
지수

(kg/㎡)

저체중(18.5 미만) (62) 6.2

정상
(18.5~25 미만)

(673) 67.3

비만(25 이상) (263) 26.3

지역

대도시 (453) 45.3

중소도시 (432) 43.2

농어촌 (114) 11.4

거주 유형

아파트 (588) 58.8

연립주택 (220) 22.0

단독주택 (172) 17.2

기타 (19) 1.9

결혼 상태
기혼 (604) 60.4

독신·이혼·별거·사별 (396) 39.6

가족 수
1인 (134) 13.4

2인 이상 (866) 86.6

체중 조절 비용
체중 조절 경험자 (644) 월평균 7.5만 원

체중 조절 미경험자(예상 비용) (356) 월평균 6.6만 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3) 4.3

고졸 (325) 32.5

전문대, 대학 졸 (528) 52.8

대학원 이상 (93) 9.3

〈표 4-9〉 전화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만 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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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직업

학생, 군인, 가정주부, 무직 (263) 26.3

사무직 (366) 36.6

서비스업 (224) 22.4

농어업 (17) 1.7

기능공, 청소부, 육체노동자 (88) 8.8

기타 (41) 4.1

종사상 지위

학생, 군인, 가정주부, 무직, 
기타

(283) 28.3

임금근로자 (503) 50.3

자영업자 (214) 21.4

고용 형태
정규직 (398) 39.8

비정규직 (131) 13.1

개인 월소득

소득 없음 (259) 25.9

200만 원 미만 (178) 17.8

250만 원 이상 (542) 54.2

가구 월소득

수급자 (13) 1.3

300만 원 미만 (175) 17.5

300만~500만 원 미만 (337) 33.7

500만 원 이상 (389) 38.9

우리나라 
비만의 심각성 인식

(344) 34.4

우리나라 
비만의 심각성 인식

주관적 비만 
인식자

인식 비율

(404)

39.8

평균점수
(5점 척도)

3.3

비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

인식 비율

(596)

30.8

평균점수
(5점 척도)

3.1

체중 조절 
경험자

인식 비율

644

36.0

평균점수
(5점 척도)

3.2

체중 조절 
미경험자

인식 비율

356

31.4

평균점수
(5점척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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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주관적 비만 인식 체중 조절 행위

OR 95%CI OR 95%CI

성별
남 1.000 1.000

여 1.087 0.831~1.422 1.914*** 1.443~2.538

연령

19~29세 1.000 1.000　

30~39세 2.010** 1.276~3.164 0.930 0.580~1.489

40~49세 1.824* 1.146~2.901 0.856 0.532~1.377

50~59세 1.697* 1.036~2.778 1.039 0.624~1.729

지역

대도시 　1.000 1.000　

중소도시 1.029 0.669~1.581 1.350 0.875~2.082

농촌 1.152 0.748~1.774 1.290 0.834~1.997

거주
유형

아파트 1.000 1.000

기타 0.976 0.735~1.296 0.682* 0.509~0.914

주관적 비만 인식 및 체중 조절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요인

에 대하여 각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일반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체중 조절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대별로 체중 조절 행

위에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비만 인식은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30대에서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장 많

이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대도시 및 기타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 유형이 아파트

인 경우 체중 조절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비만 인식이 교육 수준별로나 가족 수, 결혼 상태별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중 조절 행위는 교육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체중 조절 행위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0〉 주관적 비만 인식 및 체중 조절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요인에 대

한 로지스틱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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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주관적 비만 인식 체중 조절 행위

OR 95%CI OR 95%CI

결혼
상태

기혼 1.000 1.000

독신·이혼·별거
·사별

0.976 0.672~1.418 1.233 0.831~1.829

가족
수

1인 1.000 1.000

2인이상 1.025 0.665~1.580 1.010 0.645~1.58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00 1.000

전문대, 대학 졸 0.689 0.513~0.924* 1.580** 1.166~2.140

대학원 이상 0.851 0.526~1.377 1.707* 1.017~2.864

직업

학생, 군인, 
가정주부, 무직, 

기타
1.000 1.000

임금근로자 1.156 0.832~1.607 0.926 0.652~1.315

자영업자 1.051 0.705~1.565 0.787 0.519~1.192

주: 유의성 수준 *<.05, **<.01, ***<.0001 

  

비만 유발 요인의 향후 10년간 예상하는 영향력 관련 질문에 대하여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가 85.4%로 가장 높았다. 음주량과 음

주 횟수 증가가 81.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체중 조절은 59.1%가 헬스,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동과 식이지도를 받

는 서비스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이어트센터 등의 신체관

리 서비스, 보건소의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전문가 조사

의 응답과 달리 모바일 웹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 평가는 21.6%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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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비만 유발 요인과 체중 조절 서비스의 미래영향력에 대한 응답 분포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력

1. 혼자서 밥을 먹는 생활양식 증가 (442) 44.2

2. 가당음료,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854) 85.4

3. 음주량, 음주 횟수 증가 (819) 81.9

4. 자가용 사용 등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생활환경 (603) 60.3

5.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가정 및 직장업무환경 (595) 59.5

6. 음식문화와 관련된 대중매체 방송프로그램(먹방, 
쿡방, 소맥모임 등) 증가

(483) 48.3

7. 날씬한 몸을 선호하는 경향과 문화 (475) 47.5

체중 
조절 

서비스의 
영향력

1. 보건소의 운동, 영양지도 사업 (400) 4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의 운동, 영양지도 
사업

(373) 37.3

3. 다이어트센터, 체중감량센터, 비만관리센터의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

(411) 41.1

4. 의료기관의 약물, 수술, 주사 등 비만시술 (350) 35.0

5. 헬스, 스포츠센터의 운동과 식이 지도 (591) 59.1

6. 모바일, 스마트폰, 웹 기반 체중감량 서비스, 프로
그램

(216) 21.6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혼자서 식사하는 생활양

식, 자가용 등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생활환경 등의 영향력을 상대적으

로 높게 평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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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 설문 결과(주관적 비만 여부에 따른 응답)

(단위: 명, 평균점수, %)

전체
평균

주관적 비만자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t/F
(유의
확률)사례 

수

영향
있을 것
(4+5)

평균
(5점 
척도)

사례 
수

영향
있을 
것

(4+5)

평균
(5점 
척도)

1. 혼자서 밥을 
먹는 생활양식 
증가

3.1 (404) 48.0 3.2 (596) 41.5 3.0
2.372*
(0.018)

2. 가당음료, 
패스트푸드 섭
취 증가 

4.3 (404) 85.6 4.4 (596) 85.3 4.3
0.664
(0.507)

3. 음주량, 음
주 횟수 증가

4.2 (404) 84.5 4.3 (596) 80.2 4.2
1.900
(0.058)

4. 자가용 사용 
등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생
활환경

3.7 (404) 64.2 3.8 (596) 57.7 3.7
2.394*
(0.017)

5.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가
정 및 직장업무
환경

3.7 (404) 59.9 3.7 (596) 59.3 3.6
1.085
(0.278)

6. 음식문화와 
관련된 대중매
체 방송 프로그
램(먹방, 쿡방, 
소맥모임 등) 
증가

3.4 (404) 50.4 3.4 (596) 46.9 3.4
0.985
(0.325)

7. 날씬한 몸을 
선호하는 문화

3.3 (404) 49.2 3.3 (596) 46.3 3.3
0.369
(0.712)

주: * p<.05; **p<.01, ***p<.0001; 전체 사례 수: 1,000명.

연간 체중 조절 경험에 따라서도 비만 유발 요인의 미래영향력을 다르게 

평가하였다.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음주량과 횟수, 날씬한 몸을 선

호하는 문화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력이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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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 설문 결과(체중 조절 경험 여부에 따른 응답)

(단위: 명, 평균점수, %)

전체
평균

체중 조절 경험자 체중 조절 미경험자
t/F

(유의
확률)

사례
수

영향
있을 것
(4+5)

평균
(5점 
척도)

사례 
수

영향
있을 것
(4+5)

평균
(5점 
척도)

1. 혼자서 밥
을 먹는 생활
양식 증가

3.1 (644) 45.2 3.2 (356) 42.3 3.0
1.543
(0.123)

2. 가당음료, 
패 스 트 푸 드 
섭취 증가 

4.3 (644) 87.3 4.4 (356) 82.1 4.3
2.002*
(0.046)

3. 음주량, 음
주 횟수 증가

4.2 (644) 84.6 4.3 (356) 77.1 4.1
3.141**
(0.002)

4. 자가용 사
용 등 신체활
동을 감소시키
는 생활환경

3.7 (644) 61.5 3.8 (356) 58.2 3.7
1.647
(0.100)

5. 신체활동
을 감소시키
는 가정 및 직
장 업무환경

3.7 (644) 59.5 3.7 (356) 59.7 3.7
-0.393
(0.695)

6. 음식문화
와 관련된 대
중매체 방송
프로그램(먹
방, 쿡방, 소
맥모임 등) 
증가

3.4 (644) 49.4 3.4 (356) 46.2 3.3
1.038
(0.300)

7. 날씬한 몸
을 선호하는 
문화

3.3 (644) 52.9 3.4 (356) 37.6 3.1
4.467**

*
(0.000)

주: * p<.05; **p<.01, ***p<.0001; 전체 사례 수: 1,000명.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연간 체중 조절 경험자의 경우 

헬스, 스포츠센터의 운동과 식이지도였고 그 다음이 모바일, 스마트폰 등 

웹 기반의 체중감량 서비스였다. 의료기관의 비만시술과 다이어트센터의 

신체관리서비스 이용도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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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체중 조절 경험에 따른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평균점수, %)

전체
평균

체중 조절 경험자 체중 조절 미경험자

t/F
(유의
확률)

이용
경험률
(%)+

영향이
있을 
것

(4+5)
(%)

평균
(5점 
척도)

이용
경험률
(%)

영향이
있을 
것

(4+5)
(%)

평균
(5점 
척도)

1. 보건소의 운동, 
영양지도 사업

3.1 4.5 40.9 3.1 2.2 38.3 3.0
1.172
(0.241)

2. 국민건강보
험공단 건강증
진센터의 운동, 
영양지도 사업

3.0 2.2 36.3 3.0 1.8 39.0 3.0
-0.073
(0.941)

3. 다이어트센
터, 체중감량센
터, 비만관리센
터의 체형 등 기
타 신체 관리 서
비스

3.1 8.8** 42.0 3.1 3.6 39.4 3.1
0.605
(0.545)

4. 의료기관의 
약물, 수술, 주
사 등 비만 시술

2.8 8.7*** 37.5 2.9 2.5 30.7 2.8
1.226
(0.221)

5. 헬스, 스포츠
센터의 운동과 
식이 지도

3.6 47.5*** 59.7 3.6 34.2 57.8 3.6
1.090
(0.276)

6. 모바일, 스마
트폰, 웹 기반 
체중감량 서비
스, 프로그램

2.5 20.1*** 21.9 2.6 8.1 21.0 2.4
2.327*
(0.020)

주: * p<.05; **p<.01, ***p<.0001; 전체 사례 수: 1,000명; + 체중 조절 여부별 이용 경험의 카이검
정 유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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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비만의 미래영향 요인의 전망과 과제

1. 성인 비만 수준의 변화 전망

성인 남녀의 비만 수준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장년층의 비만

이 더 증가할 것이며 고도 비만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저

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비만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 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어린이집 및 유

치원의 구조상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신체활동량이 심

각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초중고 체육시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교

육으로 인한 활동량 부족으로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성

인이 되었을 때 비만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비만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경제적 수

준이 낮은 저소득계층에서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가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증가시키고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열량식품 섭취, 고나트륨식이, 신체활동 부족 등이 지속되는 경우 아

동·청소년의 비만을 증가시키고 청년층의 비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되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비만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부족도 비만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회적 양극화는 비만으로 인한 건강 수준을 양극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사회 변화의 주된 요인은 핵가족화와 일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식사하

는 빈도의 증가이다. 신체활동 부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생활양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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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지적되었다. 열량이 높고 나트륨과 당분, 지방이 많은 간편 식품

이 증가하는 것도 비만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만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

의 접근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미래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개인, 사회, 정부의 역할 변화

비만 결정 요인 중의 하나인 식습관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보다 개인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식품회사와 미디어의 영향, 생의학적 

관점을 가진 정부 및 전문가의 지배적 생각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적극

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개인의 책임 또는 

행동 변화만을 강조하는 접근이 지배적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소비자(개인)를 중심으로 비만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생각되며 비만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 모인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정이나 사업보

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대상의 과세는 

정부의 예산 증가에만 효과적일 뿐 비만 예방이나 치료 사업에 효과적으

로 투입되지 못하면 비만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비만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소비자들은 정부 정책의 혜택보다 직접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장기간의 추세 변화를 보면 민주화와 참여, 자치 및 소비자운동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은 미약한 건강 분야의 사회경제 환

경 변화에서도 긍정적, 사회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비만 예방과 관리는 각 개인의 인식 변화와 생활습관 변화보다는 정부, 



164 2017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미래예측방법의 적용과 활용방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미래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의 방향

서비스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적 접근을 포함하여 체계적 비만 예

방 관리를 하기에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이 분절적, 시범

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유기적, 전면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간의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공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단기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형 관리가 비만 예

방과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만시술 역시 상업화는 막고 필

요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예상되었다. 의료기관

의 비만시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나 필요하지 않은 경

우도 혼재되어 있다. 

민간 스포츠센터는 개인 사업인 동시에 이러한 접근성 개선에 연계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민간 경쟁구도보다는 민간 스포츠센터를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질 관리

를 제공하면서 신체활동 접근성을 높여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웹 기반 체중감량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효성이 

높거나 연구 또는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이다. 다만 수많은 공공·민간 사업자가 시도한 프로그램 중 현재 살아남

아 수익을 내고 있는 극소수의 사례처럼 연구가 아닌 실제 활용에서 효과

를 입증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는 웹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나 연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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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성공·실패 사

례를 먼저 검토한 후 공공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

망된다. 

어느 경우에나 공공 부문, 정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존에 어렵게 성공 프로그램을 만든 민간 사업자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

으며 그렇다고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할 확률도 낮으므로, 민간 자원 활

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5제 장





제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예측 방법을 활용하여 비만에 영향을 주는 사회생

태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미래 비만 영향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건강영향평가는 사업이나 정책과제의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을 스크리

닝하고,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며 스코핑을 통하여 구체적인 건강영향평

가계획을 세우고, 데이터수집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분석하

여 긍정적인 산출물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 중심의 사업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전향적인 연구의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미래예측 방법

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사

업에서 미래예측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비만을 주제로 미래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만의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

로 파악되었고 향후 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1] 

참조). 문헌고찰 및 해외출장, 국내자료 수집을 통하여 미래예측연구 방법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정량적인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고찰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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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비만 결정 요인의 영향력 평가 결과(전문가조사 결과, 5점 척도 평균)

                개인 요인                             사회 변화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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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의 결정 요인은 식생활과 식품 섭취 환경, 신체활동 및 신체활동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파악되었다.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비만 수준보다 10년 후의 비만 영향력이 더 심각해질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일반인 대상 전화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우리나라 비만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비만의 주된 원인

은 잘못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유전 및 가족력, 사

회적 요인 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소아 비만의 문제는 가장 적게 인지

하고 있었다.

비만 유발 요인의 영향력은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음주 증

가>신체활동 감소 환경>대중매체 영향>혼자 밥 먹는 생활 양식 증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중 체중 조절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4%였다. 이들의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7만 5000원이었다. 체중 

조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예상하는 월평균 체중 조절 비용은 6만 6000원

이었다.

제2절 정책제언

1. 근거 기반의 비만 예방정책

앞서 4장에서 근거 기반의 비만 예방정책 및 개입 전략을 고찰하였다. 

OECD에서는 비만의 중재 전략으로서 재정적 조치, 학교 기반 중재, 미

디어 캠페인, 의사 및 영양사 상담, 식품광고 규제, 사업장 중재 등을 제

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중재 전략으로는 법적 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평가 및 연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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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식품 및 농업정책, 신체활동 향상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건강

식생활 및 신체활동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정책 및 교육과정을 강화하

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비만 예방 활

동 강화,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평가연구투자 확대, 제도적 역량 강화, 보

건부처의 리더십 강화,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정책 수

립 등이 있었다. 국제비만위원회가 권고하는 비만 예방 전략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식품 공급 정책, 미디어 전략,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를 통

한 프로그램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중재, 교육 부문의 중재, 사업

장에서의 중재, 가정을 기반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 접근 정책 등이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비만 예방과 관리 지

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위험 요인 관리정책의 연계 및 공동 추진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건강증진모형에서는 건

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질환 발병 위험 요인 관리, 안전환경보건의 사업 요

소가 건강수명의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2015).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분야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네 가지 분야가 있고, 영양과 신체활동 분야의 정책요소에 비

만 예방 활동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 만성질환 발병 위험 요인 관리 분야에 

비만 관리 정책과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을 국민 중심으

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유승현 등(2016)의 연구에서는 비만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 요소

인 식생활, 신체활동, 비만 관리 관련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과 타 부처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형평성, 협력 및 거버넌스, 

보건의료 서비스, 소통, 자원 및 연계, 평가 및 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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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혜련 등(2009)의 연구에서는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 분야를 비

만 정책 방향 및 목표 수립, 법제도 정비,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조직과 

인프라 및 환경 조성(건강한 식품 선택과 신체활동 증진 환경 조성), 신뢰

성 있는 지식 전파 및 대중정보 확산, 부처 간 비만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

을 제안한 바 있다. 부처 간 공동 추진해야 할 사업 부문은 관련 인력의 교

육훈련, 모니터링 및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기반 강화, 예산 확보 

및 공동협력 사업의 개발 및 추진 등이 있었다.

3. 건강형평성을 고려하는 비만 예방정책

저소득층일수록 교육, 소득, 주거 등 취약한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 신체활

동증가를 위한 지원적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체활동을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에 포함된 

영유아, 아동·청소년, 군인, 근로자, 장애인, 취약가정 등은 모두 건강형

평성을 고려하여 비만 예방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특히 이들에게 적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함

양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김명 등, 2017).

공공 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와 환경 조성에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원의 공급 주

체가 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소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비만 예

방 관리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적 

사업에서 비만 예방관리서비스에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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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비만 예방정책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성인기의 비만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학교, 가정을 중심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 시부터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체활동과 균형 잡힌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

성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유

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중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바람직한 식단 보

급,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의 실천과 학습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체

육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부모 및 조

부모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비만의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비만 예방교육과 홍보가 전

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와 보육교사 등에

게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중년층(40대와 50대)의 비만 결정 요인 개선 정책

중년기의 성인 남녀는 비만과 비만 관련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개별화된 영양관리와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

하다. 사무직 직장인일수록 신체활동 저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무시

간 외에 신체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보행 친화

도를 높이는 환경 조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개별화된 영양관리는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예방사업을 통해서 검진 결과에 따라 철저히 상담하게 하여 검진 후속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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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건강 위험 요인을 감안한 식품의 규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당, 

나트륨, 지방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규제는 단기적

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비만을 증가시킬 가능성

이 있는 영양성분을 표기하고 이를 잘 해독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식품을 쉽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회사 편

에서는 자발적으로 건강한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도

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6.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반영 및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개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한 

건강관리 지원 기기가 다양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임팩트, 2017). 따

라서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에서 비만 예방 관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되어야 한다.

7.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비만의 동향과 영향 요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영·

유아기,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기의 비만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취약집단을 선별하여 적합한 정책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

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비만 예방 개입과 관리 사업을 위해서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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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

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도 필요하다.

8. 미래예측 방법의 활용 방안

본 연구 결과 미래예측의 연구 방법은 건강영향 요인의 다양한 측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강영

향평가 특성상 정책이나 사업의 영향과 결과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인

구집단의 건강 요인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를 추정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

적이다. 따라서 미래예측 방법을 통한 건강영향평가 사업에 사회생태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지표와 전략 개발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인력을 대상으

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민간의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또

한 일반 시민이 다양한 민간서비스를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도적인 홍보 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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