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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등불처럼 갈 길을 인

도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너무도 부족한 제게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호학에 대한 열정만으로 대학원에 들어와 철없이 열정만 앞세웠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비록 석사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고 또한 간호학에 대한 깊이와 인생에 대한 깊이를 배우게 

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논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인생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마

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용기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항

상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중요한 점들을 일깨워주시

며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신 오의금 교수님, 늘 기도하라 하시며 인생의 지혜를 깨

닫게 해주신 유지수 교수님, 누구보다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 끝까지 논문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광숙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호

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신 이원희 교수님, 간호학

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갖게 해 주신 김소선 교수님, 늘 따뜻한 미소로 지켜봐주

시고 격려해주신 장순복 교수님과 학부시절부터 늘 참된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간호대학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 내내 저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로 자신감을 주시고 많은 가

르침을 주신 강대룡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 진행 내내 

계속적인 만행에도 끝까지 도움을 주신 최충현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웃고 늘 함께 있으면 행복한 민경, 현주, 제인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해온 사랑하는 친구 영유, 혜

영, 상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늘 곁에서 행복한 웃음을 안겨준 민정언니, 유정, 박희옥 선생

님, 세심한 도움과 배려를 보내준 윤희언니, 냉정하면서도 힘이 되는 격려와 즐거

움을 안겨주는 하영 선배, 부족한 후배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배선형 선생

님, 강세원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며 저

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로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늘 걱정해주고 약해질 때마다 힘찬 목소리로 격려해주며 힘이 되

어준 오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진행 내내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부족

한 며느리를 한없는 배려와 격려로 지켜봐주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도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이해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아가씨에게도 감

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최고의 후원자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과  

얼마 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지훈이에게 사랑을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8년 7월

이윤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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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문 국문 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건강실천행위와의 건강실천행위와의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2005 -2005 -2005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대상자를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자료에서 수집

된 자료이며 만 20세 이상인 25,161명 가운데 좌식업무를 주로 하며 운동량이 낮아 

비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직 근로자 2,375명을 1차 선정하였으며 이들 가

운데 신체 계측값을 가지고 있는 465명(남자 256명, 여자 209명)을 최종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중 하나라도 비만으로 구분하는 지수를 가진 대상자를 비만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대상자 중 비만그룹은 32.3%였고, 정상 그룹은 67.7%였다.

   대상자 중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의 특성 및 건강실천행위를 비교하면, 사회경제

적 특성에서 성별(=38.022, p=<.001), 연령(=26.087, p=<.001), 결혼상

태(=12.035, p=<.001)가 두 그룹의 분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건강실천행위에서는 흡연(=36.281, p=<.001), 음주(1회 음주량)(

=16.310, p=<.001), 규칙적인 운동여부(=6.436, p=.040), 휴식(수면충분

도)(=3.852, p=.049), 체중조절여부(=11.335, p=.001)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사무직 근로자에서의 비만예측요인을 찾기 위한 모형에서 비만그룹과 정상그룹을 

비교한 결과, 성별 (OR=0.204, 95% CI=.085~.486), 수면충분도(OR=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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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247~.846), 체중조절여부(OR=0.439, 95% CI=.248~.779)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규명된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관련 특성 및 건강실천행위 관련 요인

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흡연, 음주, 휴식 등 다른 건강실천행위와 연계된 포괄적인 내용으로 계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어 : 사무직 근로자, 비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건강실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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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비만은 최근 들어 모든 사람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생활습관병의 하나이다. 

현재 비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최소 약 10억 명의 과체중 성인 인구 중 약 

3억 명 정도가 비만 인구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WHO,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3). 

   과거 비만은 고지방의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

으나,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식습관

의 서구화와 상대적인 운동량 감소 등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써 비만이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오현, 2001; 문현경, 2005). 이는 비만

이 당대사 및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증, 관상동맥질환 등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Lidia & 

Hanley, 2002). 특히 복부에 과다한 지방이 축적된 복부비만의 경우에는 심혈관계의 

위험인자인 동시에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

으며 또한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같은 내분비 대사 장애의 발병 요인이라

고 보고되고 있다(조남한, 2000; 서영성, 2003). 

   현재까지 많은 선행연구나 통계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고된 자료

는 많지만, 주된 경제 활동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로

자들의 비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2000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질병 유소견자는 

6.01%이고 이 중 직업병 유소견자는 1.7%, 일반 질병 유소견자는 98.3%를 차지했

으며, 일반질병 유소견자 중에서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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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2000). 윤진숙 등(1998)의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이 38.5%로 나타나 근로자

들의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앉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이 길고, 과도한 직

무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잦은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이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

습관 등으로 영양과 관련된 문제 및 비만 등으로 인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이 발생하

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박명희, 2001). 이러한 양상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심

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장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이 1980

년 이후 미국에서 개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및 운

동 등의 한국형 건강증진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건관

리 업무가 주로 건강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강조하는 실정이고 생활습관과 관련된 전

반적인 건강문제나 업무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연희, 2003). 따라서 근무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매우 긴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작업환경을 고려한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건강실천행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실천행위가 건강수준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Framingham연구, 

Alameda County 연구 등 대규모 코호트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지금까지 근

로자의 건강수준과 건강실천행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건강실천행위가 건강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이명선, 2000)이거나 건강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 운동, 흡연, 음주, 규칙적인 식습관 같은 개별적인 건강실천행

위보다는 Walker 등(1987)이 개발한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Health 

promoting lifestyle at., 1990; 이태화, 1990, 윤진, 1990; 박나진; 1997, 이명화 

등, 2001)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인 Health Plan 2010에 

의한 산업장 건강증진은 금연, 절주, 운동실천과 같은 개별적인 건강행위 실천을 중심

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건강행위별로 만성퇴행성질환의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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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인 비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체질량지수나 허리엉덩이둘레비, 

허리둘레를 단일 지표로 비만을 규정하여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였으며(이양자, 

1992; 김종호, 2000;  장철호, 2004) ,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비만 그룹을 구분하고 

비만의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5년도 우리나라에서 전국 단

위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신장과 체중뿐 아니라 허리둘레 지표를 포함

하고 있으며 직업군의 분류에서 좌식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직군이 나눠져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도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고, 비만그룹과 

정상그룹간의 건강실천행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

램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들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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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 목적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예측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 결과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실천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실천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사무직 근로자에서 비만그룹과 정상그룹간의 건강실천행위를 비교한다.

   셋째,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예측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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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 1) 1) 1)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

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금전취급 활동, 여행알선, 정보요청 및 예약업무에 

관련하여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통계청, 

2000).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직업 분류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SCO)에 따라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

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

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

순노무종사자, 군인인 10개 대분류 항목과 학생․재수생, 주부(집안일, 가사), 무직 세 

항목이 추가되어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직업 분류 항목 중 ‘사무종사자’

에 해당되는 인구집단으로 좌식 업무와 스트레스, 음주, 흡연,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비만 발생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무종사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보았다. 

2) 2) 2) 2) 비만비만비만비만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

서 비만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체지방률(body fat%) 측정법,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 측정법,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와 허

리엉덩이둘레비(Waist-Hip Ratio: WHR)측정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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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비만지표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체질량지

수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지부와 IOTF(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의 아시아인용 기준에 대한비만학회에서 체질량지수로 제시하

고 있는 BMI 25kg/m
2
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고 허리둘레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인

에 대한 IOTF 기준에 따라 남자는 90cm이상, 여자는 80cm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및 복부비만으로 허리둘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비만인 것을 비만이라고 보았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본 본 본 본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그룹과 그룹과 그룹과 그룹과 정상 정상 정상 정상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구분구분구분구분

 

3) 3) 3) 3) 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인 Alameda County에서의 시계열 연

구결과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위 7가지로 제시된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를 건강실천행위로 명명하였다(이순영, 1995).

   본 연구에서는 Alameda County에서 제시한 7가지 건강실천행위와 기존 연구에

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실천여부를 추

가하여 건강실천행위로 보았다.

                                                                        WCWCWCWC

        BMIBMIBMIBMI

정상정상정상정상

((((남남남남:90cm:90cm:90cm:90cm미만미만미만미만

여여여여:80cm:80cm:80cm:80cm미만미만미만미만))))

비만비만비만비만

((((남남남남:90cm:90cm:90cm:90cm이상이상이상이상

여여여여:80cm:80cm:80cm:80cm이상이상이상이상))))

정상정상정상정상

(25(25(25(25미만미만미만미만))))
정상그룹

비만비만비만비만

(25(25(25(25이상이상이상이상))))

비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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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헌 문헌 문헌 문헌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비만이 비만이 비만이 비만이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종 질환

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대한일차의료학회, 1996). 비만증의 위험은 흔히 

미관손상, 불쾌함, 무능함, 질병, 사망의 5D(disfigurement, discomfort, disability, 

disease, death)로 언급되며, 특히 40대 후반에는 체중이 1pound(약 453g) 증가함

에 따라 사망률도 1%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 건강관리상 비만관리가 차지하는 중

요성은 질병의 예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크다

(Diehl, 1973).

   비만은 에너지 섭취에 상응하는 에너지 소모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Blair, 2002).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조장시키는 요인으로

는 현대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증가, 전자식 리모콘의 생활화, 온

라인 업무에 의한 쇼핑이나 정보수집 등의 좌식 근무의 증가와 고지방 식품이 주류를 

이루는 패스트푸드의 증가 등의 식생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비만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학적 문제와 의료비용

의 증가라는 점에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약 10억 명

의 과체중 인구(성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약 3억 명 정도가 비만인구

로 추산되고 있다(WHO, 1998).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포화지방과 높

은 에너지 식품의 섭취와 좌식 근무, 활동량 부족 등의 예전과는 다른 생활양식의 변

화가 비만 인구의 급성장을 조장하고 있다(박종구, 2004).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그 양상도 조기사망의 위험에서 치명적이

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병까지 매우 다양하다. 비만과 사망률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흡연이나 체중감소를 보정한 후의 체질량지수는 사망과 거의 선형관계

에 있음이 보고되었다(Stalmer, 1986). 또한 1959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성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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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75만 명을 대상으로 미국 암 학회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질량지수가 25

를 넘어서면 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사망률이 증가하였다(Lew, 1979). 비만

과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는 26년간 추적연구를 시행한 Framingham Study에서 비

만이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임을 확인하였다(Hurbert, 

1983). 또한 여러 가지 암을 발생시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유병률을 증가

시킨다(Eugenia E. Calle, 2003).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비만은 여러 가지 만성퇴행성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특

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및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병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홍규, 1990, 정병천, 2003).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외모에 대

한 심리적인 열등감, 정서적 불안으로 우울증, 대인관계 기피증 등 정신적인 질환을 

야기시켜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영호, 2002). 그러나 이렇듯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

고, 그 발생이 급격하지 않으며 비만 초기에는 건강의 이상이 발생되지 않아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양 사회에서 체중의 증가는 어느 정도 부의 지표로 여겨

지고 있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총 체지방량과 체지방 분포양상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

상인과 총 체지방량의 차이는 없으나, 중심성 체지방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김은경, 1990).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 비만형은 비만형에 비해 

3.2배 많았으며, 이와 같은 비율은 당뇨병 환자의 80%이상이 비만한 선진국과는 매

우 상이한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허갑범, 1987).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한국인의 

경우 서구인에 비하여 아직은 비만한 인구도 적고, 비만의 정도도 심하지 않을지라도, 

지방 분포측면에서 볼 때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가 높은 중심성 비만환자가 많을 경

우 이에 따른 대사이상이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비만한 경우 전체적인 비만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분포 상 복부 비만

의 형태가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고,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대한비만학

회, 1996). 특히 복부내장이 과잉 축적된 지방이 분해되어 유리지방산이 증가되며, 

이러한 유리지방산이 간문맥을 통해 쉽게 흡수되어 고인슐린혈증과 같은 대사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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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상만, 1997). 복부비만이 고혈압과 당뇨병, 인슐

린 저항성, 고지혈증 같은 내분비 대사장애를 동반한다는 보고도 있다(김종호, 

2000). 비만 이환율의 증가는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함께 발생시기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

지 전 연령층에 해당되므로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1994). 

   위와 같이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조기 사망의 위험에서부터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같은 만성

퇴행성질환의 유발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수명 연장에 따

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비만을 예방

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은 현대인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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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비만측정지표비만측정지표비만측정지표비만측정지표

   비만은 체지방의 증가에 의한 대사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Bray, 1987). 대사이

상으로는 고지혈증, 고인슐린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대사이상

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조기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비만은 그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이중 대사이상에 관련된 체지방 분포에 따

른 비만형태는 상복부형(중심형, 사과형) 비만으로 알려져 있다(대한비만학회, 

1996). 이는 복부내장에 과잉 축적된 지방이 분해되어 유리지방산이 증가되며, 이러

한 유리지방산이 간문맥을 통해 쉽게 흡수되어 고인슐린혈증과 같은 대사이상을 유

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만증의 대사이상은 주로 복부에 축적되어 

있는 내장지방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체지

방률(body fat%) 측정법,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측정법, 허리둘레

(Waist Circumference: WC)와 허리엉덩이둘레비(Waist-Hip Ratio: WHR)측정

법, 피하지방 측정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체지방의 분포를 인지하기 위하여 널

리 사용된 것은 허리엉덩이둘레비(Waist-Hip Ratio: WHR) 이다.

   체질량지수는 Quetelet지수(BMI=체중(kg)/신장(m)
2
)로 계산하며 WHO 서태평

양지부와 IOTF에서 아시아인의 만성질환 유병율과 체지방에 근거하여 아시아인용 

BMI 기준으로 제안하여 대한비만학회의 규정에 따라 BMI<18.5는 저체중

(under-weight), 18.5≤BMI<23은 정상(normal), 23.0≤BMI<25은 과체중

(overweight) 그리고 BMI 25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득주와 김상만(1996)에 의하면 이러한 허리엉덩이둘레비가 비만과 관련된 질환

을 예측하는 주요한 비만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내

장지방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러한 내장지방이 다른 대사이상과 가장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

터 단층촬영을 이용한 내장지방의 측정은 비용이 매우 비싸고,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허리엉덩이둘레비가 복부내장지방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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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마른 사람이나 비만한 사람 모두가 허리엉덩이둘레비는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 자체가 허리엉덩이둘레비보다 내장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Ashwell, 1985; Marie, 1994; 김상만, 1998). 또한 허

리둘레가 내장지방량과 연관성이 높고 측정과 해석이 쉽기 때문에 일상 진료에서 복

부비만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olarius, 

1998; Taylor, 1998; 이영미, 2002). 허리둘레는 늑골하단과 장골능의 중간 수준인 

배꼽 높이에서 가장 짧은 둘레를 선택하여 측정하며, 아시아-태평양인에 대한 IOTF 

기준에 따라 남자는 90cm이상, 여자는 80cm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 

표 표 표 표 1. 1. 1. 1.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BMI)(BMI)(BMI)(BMI)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 비만 비만 비만 분류분류분류분류

* 대한비만학회 '한국인의 비만기준'은 WHO 서태평양지부와 IOTF에서 아시아인의 만성 질환 유병율과 체

지방에 근거해 제안하는 아시아인용 BMI 기준

분류분류분류분류
WHOWHOWHOWHO

(kg/ (kg/ (kg/ (kg/ mmmm
2222))))

대한비만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비만학회대한비만학회****

(kg/ (kg/ (kg/ (kg/ mmmm
2222))))

비만관련비만관련비만관련비만관련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질환의 위험위험위험위험

저체중 < 18.5 < 18.5 낮음

정상체중 18.5 ~ 24.9 18.5 ~ 22.9 보통

과체중 � 25.0  � 23.0

   위험체중  25.0 ~ 29.9  23.0 ~ 24.9 위험증가

   비만1단계(obese classⅠ)  30.0 ~ 34.9  25.0 ~ 29.9 중등도 위험

   비만2단계(obese classⅡ)  35.0 ~ 39.9  � 30.0 고도 위험

   비만3단계(obese classⅢ)  � 40.0  �  40.0 극심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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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 2. 2. 2.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WC)(WC)(WC)(WC)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 비만 비만 비만 분류분류분류분류

* WHO 서태평양지부, 국제비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IASO)와 

IOTF에서 비만과 치료에 대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인용 기준(2000)

   비만측정지표는 이와 같이 다양하나 한 가지 지표만을 평가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함께 비만도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만측정지표

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류분류분류분류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

(cm)(cm)(cm)(cm)

정상
남 90 미만

여 80 미만

비만
남 90 이상

여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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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비만관련요인비만관련요인비만관련요인비만관련요인

   비만이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식생활습관의 서구

화 경향으로 비만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만의 발생과 비만의 지속적인 유지

에 어떤 관련요인이 있는가는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현재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 비만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인 사람에서는 이들 질병의 발생률이 높으며, 여자보

다 남자의 비만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ubert et al. 1983, Harrions' online, 2004).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비

만과의 관련성은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한 고지혈증 등의 

발생을 높이는 것에서 확인된다. 

   비만과 관련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건강보

호활동에서 건강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단계로 보건의 목표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와 책임이 강조되고, 건강증진행위와 이의 중재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건강실천행위와 사망

이나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1960년대 Doll & Hill의 흡연에 대한 연

구가 시작이라 할 수 있고 같은 시기인 1960년 중반 이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

는 Alameda Country에서 실시한 시계열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건강행위(Health Behavior)로 7가지의 건강행위

(Alameda7),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를 제시하며 추

적조사를 통하여 이를 개인의 건강행위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

서 제시된 7가지 건강행위를 건강실천행위(Health Practice)로 명명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건강실천행위의 각 요인들과 비만과의 관련 연구로, 비흡연자의 경우 체중이 

더 나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음주와 운동이 비만와 관련이 있으며 비만관리

를 위해 식생활과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한주희, 1998; 

박종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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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은 식생활의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소

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재 및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

하고 있다. 특히 직업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비만도의 차이 및 

운동이나 흡연, 생활습관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한주희, 1998; 박혜순, 2002).

   특히 근로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잦은 음주와 외식으로 영양불

균형을 초래하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식생활과 영양상의 문제

점은 음주, 외식, 아침결식, 비만, 소화불량, 영양불균형 등으로 중, 노년기에 들어서 

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한 근래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

다(장현숙, 2007).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량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팩스밀리의 OA(office automations)기기에 의존

함으로서 편리함과 능률을 도모하고 있는데 사무(office)라는 작업 그 자체의 내용이 

단순하며 작업량이 많고, 반복적인 일이 대부분이다(한국특허기술연구원, 1990). 이

러한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사무자동화기기(OA)의 이용은, 다른 작업과 비교

해볼 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활동량의 저하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체중 

증가 등으로 성인병의 유발요인을 매우 많이 갖게 된다(이광희, 1992; 안혜경, 

1994).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근로자 대상의 비만관련요인이나 일부 사무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행위의 실천도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다(유인영, 

1998). 그러나 업무 환경상 비만율이 높을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비만과 관련된 질환과 건강실천행위 등의 연구를 통하여 비만관련요인으

로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성인들 가운데 활동

량이 적은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

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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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차

자료분석방법(secondary data analysis)을 활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차자료분석을 위한 자료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어진 자료에서 전 연구

대상 중 직업 분류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중 비만도

를 평가할 수 있는 신체 계측값을 가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의 건강면접조

사(가구조사표, 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와 검진조사, 영양조사(식생활조사)

의 결과를 기초로 건강실천행위에 해당되는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아침식사, 간식여

부, 스트레스, 체중조절 실천여부에 해당되는 8가지 항목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

다. 건강면접조사 결과에서, 흡연은 흡연여부를 묻는 변수를 선정하고, 음주는 평생 

음주 경험과 월평균 음주횟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는데, 평생 음주 경험 변수는 평소 음

주횟수에서 전혀 안마시는 경우를 재조합하여 음주여부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수면은 

하루평균 수면시간과 수면충분도, 휴식시간충분도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운동은 규칙

적인 운동실천 여부 변수를 선정하였고 스트레스는 평소스트레스정도 변수를 잡았고 

체중조절 실천여부는 체중조절 실천여부 변수를 선정하였다. 영양조사 결과에서, 간

식은 평균 간식횟수 변수를 선정하였고, 아침식사여부는 조사 1일전과 2일전 아침식

사여부에 대하여 모두 “예”인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아니오”

인 경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항목을 정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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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연구대상 및 및 및 및 자료자료자료자료

   이 연구는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

조사(KNHANES)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2005)의 설문 내용에 의거 하였고, 설문 조사 내용 중 건강면접 조사는 사회 경제적 

특성, 질병이환, 활동 제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사고 및 중독,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조사하였으며 19세 이상 성인에게 잘 훈련된 조사자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두 

질문 형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신체계측은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일정교육 및 

훈련은 받은 조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피조사자는 얇은 옷만을 입은 상태에서 신

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는데, 신장은 satdio meter(Holtain Ltd, Crymych,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체중은 Giant-150(HANA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

여 체질량지수(BMI, kg/m
2
)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피조사자가 숨을 편안히 내

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바닥과 평면이 되면서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늑골 하단과 장골릉 사이의 가장 가는 부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전체 41,456명 중 직업을 가지고 있

을 연령층을 만 2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만 20세 이상인 25,161명 가운데 좌식업

무를 주로 하며 운동량이 낮아 비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직 근로자 2,375

명 가운데 비만도 평가를 위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세 가지 자료를 모두 포함한 신체 

계측값을 가지고 있는 465명(남자 256명, 여자 209명)을 최종 선정하여 이들의 건

강면접조사(가구조사표, 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와 검진조사, 영양조사(식생

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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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주요연구변수주요연구변수주요연구변수주요연구변수

1) 1) 1) 1) 비만비만비만비만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경우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BMI=체중(kg)/신장(m)
2
)로 계산하였으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지부와 IOTF(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에서 아

시아인의 만성질환 유병율과 체지방에 근거해 제안한 아시아인용 BMI 기준에 대한

비만학회에서 체질량지수로 제시하고 있는 BMI 25kg/m
2
이상을 비만으로 보았다

(IOTF, 1999).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의 경우 WHO의 서태평양지

부와 국제비만협회, IOTF에서 제시한 아시아-태평양인에 대한 기준에 따라 남자는 

90cm이상, 여자는 80cm이상을 비만으로 보았다.

2) 2) 2) 2) 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는 Alameda County에서 실시한 시계열 연구결과 건강수준과 연관

성이 있는 건강행위(Health Behavior)로 제시된 7가지 건강실천행위(Alameda 7),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와 기존 연구에서 근로자의 건

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실천여부를 분석변수로 포함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9가지 변수 중 비만지표인 체중을 종속변수로 보았으므로 나

머지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아침식사 여부, 간식여부, 스트레스 정도, 체중조절 실천

여부의 8개 변수를 건강실천행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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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일반적 특성은 비만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이 있었으며 거주지역을 분석변수로 포함한 연구

도 있었다(조남한, 2000; 박종구, 2004).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개인에게 부여), 결혼상태를 변수로 보았으며 거주지역 대신에 생활양식을 반

영할 수 있는 거주유형을 분석변수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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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처리와 기본통계는 SA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주요건강실천행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비만분포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4) 비만그룹과 정상그룹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는 -tes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비만관련요인의 예측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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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결혼상태, 거주유형

와 비만분포를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WC)로 나누어 각각 비만과 정상을 구

분하고 성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았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5.1%, 여자 44.9%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20세부터 6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36.28세였다. 만 20세 이상이 

26.0%, 만 30세 이상이 36.4%, 만 40세 이상이 29.0%로 만 50세미만의 연령층이 

90% 이상으로 이는 직업군을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상

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 이하가 32.9%이며, 대학교졸 이상(전문대포함)이 

67.1%였다.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60만원에서 998만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값은 

324.64만원이었다. 200만원 미만이 23.5%,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56.5%

로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도 20.0%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 

65.6%이었고,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결혼이 34.4%였다. 거주유형은 아파트가 

6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5.6%, 그 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

택은 13.3%였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의 경우 28.8%가 비만이었으며, 허리둘레의 경우 20.0%가 

비만이었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서 정상의 평균값은 21.58이었고 비만의 평균값

은 26.99였으며, 비만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82.1%로 여자 17.9%에 비해 

훨씬 높았다. 허리둘레는 정상의 평균값이 76.05cm였고 비만의 평균값은 91.63cm

였다. 허리둘레의 비만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65.6%로 여자 34.4%보다 

높았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중 하나라도 비만인 경우,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6.64이고 

남자는 76%, 여자는 24.0%로 남자가 훨씬 높았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모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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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1.48였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의 비만분포를 살펴

보면 비만이 정상보다 체질량지수는 5.16이 더 높았다. 

   대상자의 비만분포를 살펴보면, 체질량지수만 보았을 때 비만은 134명(남자 110

명, 여자 24명)이고 정상은 331명(남자 146명, 여자 185명), 허리둘레만 보았을 때 

비만은 93명(남자 61명, 여자 32명)이고 정상은 372명(남자 195명, 여자 177명)이

었으며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모두 비만인 경우는 77명(남자 57명, 여자 20명)이

었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의 비만분포는 사무직 근로자 전체 465명 중 비만그룹은 

150명, 정상그룹은 3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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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N=465N=465N=465N=465

* 무응답 제외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56 (55.1)

여자 209 (44.9)

연령 만 20~29세 121 (26.0) 36.28±9.24

만 30~39세 169 (36.4)

만 40~49세 135 (29.0)

만 50세 이상 153 (8.6)

교육수준 고등학교졸 이하 153 (32.9)

대학교졸 이상(전문대포함) 298 (67.1)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8 (23.5) 324.64±150.13

200 ~ 400만원 미만 260 (56.5)

400만원 이상 92 (20.0)

결혼상태 결혼, 유배우 305 (65.6)

미혼, 무배우 160 (34.4)

거주유형 아파트 284 (61.1)

단독주택 119 (25.6)

그 외(연립/다세대 등) 62 (13.3)

BMI 비만 (25이상) 남자 110 (82.1) 26.96±1.59

여자 24 (17.9) 27.13±2.05

정상 (25미만) 남자 146 (44.1) 22.54±1.91

여자 185 (55.9) 20.82±2.15

WC 비만 (90cm이상) 남자 61 (65.6) 94.67±4.54

(80cm이상) 여자 32 (34.4) 85.85±5.21

정상 (90cm미만) 남자 195 (52.4) 81.98±5.74

(80cm미만) 여자 177 (47.6) 69.51±5.41

BMI & WC 비만 (BMI & WC 

하나이상 비만)

남자 114 (76.0) BMI:26.64±1.93

여자 36 (24.0)

정상 (BMI & WC 

모두 정상)

남자 142 (45.1) BMI:21.48±2.20

여자 173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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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주요건강실천행위주요건강실천행위주요건강실천행위주요건강실천행위

   

   대상자의 주요건강실천행위는 1970년대 초 Alameda County에서 이루어진 시계

열 연구결과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실천행위 7가지, 즉 흡연, 음주, 운동, 체

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 가운데 종속변수인 체중을 뺀 나머지 6가지 건강실천

행위와 기존 연구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던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실천여부를 추가로 하여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대상자의 흡연력을 보면, 현재 흡연하는 대상자가 27.0%, 과거에 피우다가 끊은 

대상자가 21.9%, 비흡연 대상자가 51.1%로 흡연을 경험해본 대상자와 비흡연 대상

자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음주여부는 현재 음주를 하

는 경우가 91.5%로 높았으며, 월평균 음주횟수가 한 달에 1번 미만인 경우가 

35.5%, 한 달에 2~4번이 37.7%, 한 주에 2~4번이 23.9%, 매일 먹는 경우도 2.9%

였다. 또한 1회 음주량을 보면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8.5%이고 소주 1~4잔이 

48.2%이고 소주 5잔 이상이 43.3%였다. 대상자의 운동실천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1%였고, 주 1~2회가 19.6%, 매일 운동 하는 경우가 

33.3%였다. 

   대상자의 휴식과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인 7~8시간을 잔다가 39.1%였고, 7시간미만 자는 경우는 39.5%, 8시간이상 

자는 경우는 21.4%였다.  수면충분도는 충분하다는 대답이 59.6%, 불충분하다는 대

답이 40.4%였다. 휴식시간 충분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57.6%,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2.4%로 수면 충분도와 비슷한 비율이었다.

   대상자의 식습관에서 간식여부는 간식을 하는 경우가 64.0%이고 간식을 하지 않

는 경우가 36.0%였다.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는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69.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31.0%였다. 체중조절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4.3%가 현재 또는 과거에 체중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35.7%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37.9%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

낀다고 했으며, 62.1%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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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 4. 4. 4.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

N=465N=465N=465N=465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흡연 흡연여부* 현재 흡연 121 (27.0)

과거 흡연 98 (21.9)

흡연 무경험 229 (51.1)

음주 음주여부* 현재 음주 410 (91.5)

과거 음주 12 (2.7)

음연 무경험 26 (5.8)

월평균  한 달에 1번미만 159 (35.5)

음주횟수* 2 ~ 4번/월 169 (37.7)

2 ~ 4번/주 107 (23.9)

매일 13 (2.9)

1회 음주량* 전혀 안마신다 38 (8.5)

소주 1 ~ 4잔 216 (48.2)

소주 5 이상 194 (43.3)

운동 규칙적인 운동여부* 전혀 하지 않음 211 (47.1)

주1 ~ 2회 88 (19.6)

매일 149 (33.3)

휴식 하루 평균 수면시간* 7시간미만 177 (39.5)

7 ~ 8시간 175 (39.1)

8시간이상 96 (21.4)

수면충분도* 매우&충분하다 267 (59.6)

매우&불충분하다 181 (40.4)

휴식시간충분도* 매우&그렇다 258 (57.6)

전혀&그렇지 않다 190 (42.4)

간식 평균 간식횟수* 하루 1회 이상 256 (64.0)

거의 안 한다 144 (36.0)

아침식사 아침식사 여부* 예 276 (69.0)

아니오 124 (31.0)

체중조절 체중조절 여부* 노력함 288 (64.3)

노력안함 160 (35.7)

스트레스 평소 대단히 많이 느낀다 170 (37.9)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78 (62.1)

*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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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1) 1) 1) 1) 정상그룹의 정상그룹의 정상그룹의 정상그룹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

   정상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았다. 성별 비율은 남자 45.1%, 여자 

54.9%였다. 정상 그룹의 연령은 만 20세부터 63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38.97세이고 만 20세 이상이 32.7%, 만 30세 이상이 35.6%, 만 40세 이상이 

24.1%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 이하가 32.1%이고 대학교졸 이상(전문대 포함)

이 67.9%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339.23만원이었다. 200만원 미만이 24.0%,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59.1%

로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이 16.9%이었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 

60.3%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결혼이 39.7%였다. 거주유형은 아

파트가 5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8.6%, 그 외 연립주택이나 다세

대 주택은 13.6%였다.  

         정상 그룹에서 주요건강실천행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았다. 정상그룹의 흡연력

을 보면, 현재 흡연하는 대상자가 26.1%, 과거에 피우다가 끊은 대상자가 14.6%, 비

흡연 대상자가 59.3%로 비흡연 대상자 비율이 높았다. 정상 그룹의 음주와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음주여부는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91.5%로 높았고, 월평균 음주

횟수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38.8%, 한 달에 2~4회가 37.1%, 한 주에 2~4회가 

20.9%, 매일 마시는 경우가 3.3%였다. 1회 음주량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8.5%, 

소주 1~4잔이 54.4%로 가장 높았고, 소주 5잔 이상이 37.1%였다. 운동여부는 규칙

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51.1%, 주 1~2회가 17.9%, 매일 운동하는 경우

가 31.0%였다. 정상 그룹에서 휴식과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미만이 36.5%, 하루 평균 가장 적정한 수면시간인 7~8시간을 자는 경우가 

39.7%, 8시간 이상이 23.8%였다. 수면충분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분하다는 대답

이 56.4%, 불충분하다는 대답이 43.6%로 나타났다. 휴식시간 충분도에서 휴식시간

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55.4%,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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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그룹의 식습관에서 간식여부는 간식을 하는 경우가 62.2%, 간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37.9%였다.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는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66.9%,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33.1%였다. 체중조절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체중조절

을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노력한 적이 있는 경우가 59.0%였고, 현재 또는 과거에 체

중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경우는 41.0%로 나타났다. 평소 느끼는 스트

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거나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대답이 37.5%, 조금 느

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이 62.5%였다.

2) 2) 2) 2)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건강실천행위

   비만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았다. 성별은 남자가 76.0%로 여자 24.0%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만 20세부터 6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35.01세였고 만 30~39세가 38.0%, 만 40~49세가 39.3%로 30대에서 40대 사이

에 77.3%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 이하가 34.7%이고 대학교졸 이상(전문대 포

함)이  65.3%였다. 월평균 소득은 60만원에서 998만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317.79만원이고 200만원 미만이 22.5%, 200만원에서 400만원미만이 51.0%, 400

만원이상 26.5%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 76.7%로 가장 많았고,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결혼이 23.3%였다. 거주유형은 아파트가 68.0%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19.3%, 그 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12.7%였다.  

         비만그룹에서 주요건강실천행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았다. 비만그룹의 흡연력

을 보면, 현재 흡연하는 대상자가 29.1%, 과거에 피우다가 끊은 대상자가 37.6%, 비

흡연 대상자가 33.3%로 현재 흡연을 하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 비율이 높았

다. 비만그룹의 음주와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음주여부는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91.5%로 높았고, 월평균 음주횟수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28.4%, 한 달에 2~4회가 

39.0%, 한 주에 2~4회가 30.5%, 매일 마시는 경우가 2.1%였다. 1회 음주량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8.5%, 소주 1~4잔이 34.8%로 가장 높았고, 소주 5잔 이상이 

5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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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그룹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38.3%, 주 1~2회가 23.4%,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38.3%였다. 비만그룹에서 휴

식과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로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미만이 46.1%, 하루 평균 

가장 적정한 수면시간인 7~8시간을 자는 경우가 37.6%, 8시간 이상이 16.3%였다. 

수면충분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분하다는 대답이 66.7%, 불충분하다는 대답이 

33.3%로 나타났다. 휴식시간 충분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62.4%,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37.6%였다.

   비만 그룹의 식습관에서 간식여부에 대해서는 간식을 하는 경우가 68.0%였고 간

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32.0%였다.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는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가 73.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26.2%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여부에 대해

서는 체중조절을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노력한 적이 있는 경우가 75.9%였고, 현재 

또는 과거에 체중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경우는 24.1%로 나타났다. 비

만그룹의 스트레스 정도는 많이 느끼거나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대답이 39.0%였고,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이 61.0%였다.

3) 3) 3) 3)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의 비만그룹간의 비만그룹간의 비만그룹간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대상자를 비만기준에 따라 정상 그룹과 비만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 간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결혼상태, 거주유형에 대하여 비교하기 위

하여 -test로 분석한 결과 <표 5>과 같았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상태

는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포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거주유형은 두 그룹에서의 분포차이가 유의하지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상그룹의 45.1%가 남자, 

54.9%가 여자였고 비만그룹의 76.0%가 남자, 24.0%가 여자로 나타나 남자에서의 

비만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38.022, p=<.001). 연령분포에서는 

정상그룹은 30~39세(35.6%), 20~29세(32.7%), 40~49세(24.1%),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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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그룹은 40~49세(39.3%), 30~39세(38.0%), 

20~29세(12.0%), 50세 이상(10.7%)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6.087, p=<.001). 따라서 비만과 연령 간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분포에서 정상그룹과 비만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0.312, p=.577), 월평균 소득에서도 분포상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5.861, p=.053). 따라서 비만은 교육수준이나 월평균 소득과 관계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정상그룹과 비만그룹 근로자의 결혼상태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그룹

의 60.3%가 결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39.7%가 미혼 또는 현재 배우자가 

없었으며 비만그룹의 76.7%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결혼

상태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2.035, p=<.001). 거주

유형에 따른 정상 그룹과 비만 그룹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201 p=.074).

   본 연구에서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간의 건강실천행위인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

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와 체중조절 여부,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하여  -test 

분석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았다. 건강실천행위 중 흡연, 음주, 운동, 휴식, 

체중조절 여부는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포차이가 있었

으며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 스트레스는 두 그룹에서의 분포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상그룹과 비만그룹의 근로자의 흡연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그룹의 59.3%가 

흡연 경험이 없었고, 26.1%가 현재 흡연을 하였으며 14.7%가 현재는 흡연하지 않으

나 과거에 흡연을 한 경우였고, 비만그룹의 37.6%가 현재는 흡연하지 않으나 과거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고, 33.3%가 흡연 경험이 없었으며, 29.1%가 현재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흡연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6.281, p=<.001). 정상그룹과 비만그룹 근로자의의 음주량에 따른 분포를 비교

한 결과, 정상그룹은 소주 1~4잔(54.5%), 소주 5잔 이상(37.1%), 전혀 안 마신다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그룹은 소주 5잔 이상(56.7%), 소주 1~4잔

(34.8%), 전혀 안 마신다(8.5%)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6.318, p=<.001). 규칙적인 운동여부 분포에서, 정상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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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51.1%),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31.0%), 주 1~2회 운동을 하는 

경우(17.9%) 순으로 나타났고 비만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38.3%)와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38.3%)가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주 1~2회의 경우(23.4%)

가 그 다음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6.436, p=.040). 정상 

그룹과 비만그룹간의 휴식 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보면, 하루평균 수면시간과 휴식시

간충분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면충분도는 정상그룹의 

56.4%가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43.6%가 “매울 불

충분하다” 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그룹에서는 66.7%

가  분포가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매울 불

충분하다” 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3.852, p=.049). 간식 분포에 있어서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1.000, p=.317), 아침시사 분포에 있어서도 정상그룹과 비

만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1.561, p=.212). 정상그룹과 비만

그룹의 체중조절여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정상그룹의 58.9%가 체중조절을 위

해 노력하였고 41.1%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그룹

의 75.9%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24.1%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조절을 노력하는 것에서의 비만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11.335, p=.001). 이는 비만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체중조절의지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분포에 있어서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98, p=.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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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5. 5. 5. 5. 정상 정상 정상 정상 그룹과 그룹과 그룹과 그룹과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빈도빈도빈도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 ), ), N=465N=465N=465N=465

  *p<.05

 **p<.01

변수 구분 정상그룹 비만그룹 
 p

성별 남자 142(45.1) 114(76.0) 38.022 <.001**
여자 173(54.9) 36(24.0)

연령 만 20~29세 103(32.7) 18(12.0) 26.087 <.001**
만 30~39세 112(35.6) 57(38.0)
만 40~49세 76(24.1) 59(39.3)
만 50세 이상 24(7.6) 16(10.7)

교육수준 고등학교졸 이하 101(32.1) 52(34.7) 0.312 .577
대학교졸 이상(전문대포함) 214(67.9) 98(65.3)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5(24.0) 33(22.5) 5.861 .053
200~400만원 미만 185(59.1) 75(51.0)
400만원 이상 53(16.9) 39(26.5)

결혼상태 결혼,유배우 190(60.3) 115(76.7) 12.035 <.001**
미혼,무배우 125(39.7) 35(23.3)

거주유형 아파트 182(57.8) 102(68.0) 5.201 .074
단독주택 90(28.6) 29(19.3)
그 외(연립/다세대 등) 43(13.7) 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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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6. 6. 6. 6.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빈도빈도빈도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 ), ), N=465N=465N=465N=465

변수 구분 정상그룹 비만그룹 
 p

흡연 흡연여부 현재 흡연 80(26.0) 41(29.1) 36.281 <.001**
과거 흡연 45(14.7) 53(37.6)
흡연 무경험 182(59.3) 47(33.3)

음주 음주여부 현재 음주 281(91.5) 129(91.5) 0.827 .661
과거 음주 7(2.3) 5(3.5)
음주 무경험 19(6.2) 7(5.0)

월평균음주횟수 한 달에 1번미만 119(38.8) 40(28.4) 7.223 .065
2~4번/월 114(37.1) 55(39.0)
2~4번/주 64(20.9) 43(30.5)
매일 10(3.3) 3(2.1)

1회 음주량 전혀 안 마신다 26(8.5) 12(8.5) 16.310 <.001**
소주 1~4잔 167(54.4) 49(34.8)
소주 5잔 이상 114(37.1) 80(56.7)

운동 규칙적인운동여부 전혀 하지 않음 157(51.1) 54(38.3) 6.436 .040*
주1~2회 55(17.9) 33(23.4)
매일 95(31.0) 54(38.3)

휴식 하루평균수면시간 7시간미만 112(36.5) 65(46.1) 4.8901 .087
7~8시간 122(39.7) 53(37.6)
8시간 이상 73(23.8) 23(16.3)

수면충분도 매우&충분하다 173(56.4) 94(66.7) 3.852 .049*
매우&불충분하다 134(43.6) 47(33.3)

휴식시간충분도 매우&그렇다 170(55.4) 88(62.4) 1.681 .195
전혀&그렇지 않다 137(44.6) 53(37.6)

간식 평균 간식횟수 하루 1회 이상 173(62.2) 83(68.0) 1.000 .317
거의 안 한다 105(37.8) 39(32.0)

아침식사 아침식사 여부 예 186(66.9) 90(73.8) 1.561 .212
아니오 92(33.1) 32(26.2)

체중조절 체중조절 여부 노력함 181(58.9) 107(75.9) 11.335 .001**
노력안함 126(41.1) 34(24.1)

스트레스 평소 대단히 많이 느낀다 115(37.5) 55(39.0) .098 .754
스트레스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92(62.5) 86(6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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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

   본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의 변수와 건강실천행위 변수인 흡연, 음주, 운동, 휴식, 간식, 아침식사여부, 체중

조절 여부, 스트레스 8개의 예측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델에 포함된 16개의 예측변수 중 신뢰구간 1을 포함하지 않는 성

별, 수면충분도, 체중조절여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게서 수면 충분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의지가 높을수록 비만 그룹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인 나이,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결혼상태, 거

주유형, 흡연, 음주량, 규칙적인 운동여부, 수면시간, 휴식시간 충분도, 간식, 아침식

사, 스트레스, 13개의 변수는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승산비(Odds Ratio; OR)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예측요인을 분석해 보면, 

모든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만에 걸릴 위험이 0.204

배(OR=0.204, 95% CI=.085~.486)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 충분도는 수면이 충분하다고 느낀 집단에 비해 불충분하다고 느낀 집단이 비만

에 걸릴 위험이 0.457배(OR=0.457, 95% CI=.247~.846)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조절여부는 체중을 조절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에 비해 체중조

절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집단에 있어서 비만 그룹에 해당될 확률이 0.439배

(OR=0.439, 95% CI=.248~.779)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예측 정도를 볼 때, 비만 여부의 변동은 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에 의하여 

78.1%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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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7. 7. 7. 7.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에서의 근로자에서의 근로자에서의 근로자에서의 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

빈도빈도빈도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백분율), ), ), ), N=465N=465N=465N=465

* * * * 모형예측정도모형예측정도모형예측정도모형예측정도(%) (%) (%) (%) = = = = 78.178.178.178.1

변수 OR 95% CI
Lower Upper

나이 1.008 .972 1.046
성별 남자 1

여자 .204 .085 .486
교육수준 고등학교졸 이하 1

대학교졸이상(전문대포함) .656 .372 1.157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

200~399만원 .759 .395 1.455
400만원 이상 1.844 .836 4.064

결혼상태 결혼,유배우 1
미혼,무배우 1.020 .488 2.134

거주유형 아파트 1
단독주택 .602 .317 1.142
그 외(연립/다세대 등) .976 .467 2.039

흡연여부 흡연 무경험 1
현재 흡연 .661 .276 1.584
과거 흡연 1.495 .628 3.558

음주량 전혀 안마신다 1
소주 1~4잔 4.331 .675 27.788
소주 5잔 이상 1.743 .490 6.204

규칙적인운동여부 전혀 하지 않음 1
주1~2회 .990 .538 1.822
매일 .917 .464 1.813

하루평균 수면시간 7시간미만 1.667 .936 2.970
7~8시간 1
8시간이상 .526 .254 1.089

수면 충분도 매우&충분하다 1
매우&불충분하다 .457 .247 .846

휴식시간 충분도 매우&그렇다 1
전혀&그렇지 않다 .926 .512 1.675

간식 여부 하루 1회 이상 1.481 .869 2.527
거의 안 한다 1

아침식사 여부 예 1
아니오 1.158 .632 2.121

체중조절 여부 노력함 1
노력안함 .439 .248 .779

평소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1
거의 느끼지 않는다 1.315 .77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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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외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여 식생활의 측

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중재 및 관리의 필요성 제안되고 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업무의 속성상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대부분 OA(office automations)기기에 의존함으로서 편

리함과 능률을 도모하고 있으나 활동량의 저하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체중 증가 

등으로 비만이 증가함으로써 성인병의 유발요인을 갖고 있다(이광희, 1992; 안혜경, 

1994). 

   이러한 이유로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추후 

사무직 근로자들의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1. 1. 1.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비만분포비만분포비만분포비만분포

   

   본 연구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층화군집확률 추출 후 20세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한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동일 연령층

의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분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사무직 근로자들의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통한 비만분포를 알

아본 결과 체질량지수의 경우 28.8%가 비만이었고, 허리둘레의 경우 20.0%가 비만

이었는데 이는 Sarlio(2004)의 연구에서 미국 사무직 근로자의 37.8%이 비만이었

고, Berg(2008)의 연구에서는 39.9%이 비만이었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결

과의 비만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비교한 선행 연구가 서양인

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김지현

(2006)의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분포가 29.4%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

슷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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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량지수의 경우, 본 연구 결과에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남자 24.4kg/m
2
, 여자 

21.6kg/m
2
로 모두 정상범위에 들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세 이상 전체 

대상자와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는 24.0kg/m
2
, 여자는 23.3kg/m

2
로, 전체 대

상자 중 사무직 근로자의 체질량지수가 남자의 경우 약간 높으나 비슷하고 여자의 경

우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자에게 있어서 비만율이 높은 연령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속하며 여자의 경우, 폐경 이후의 호르몬의 변화 등에 의

해 비만율이 높아지는 연령대가 사무직 근로자의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승정자, 2003). 연령별 비만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

서는 30~40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전체 대

상자에서는 50대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5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성노(2002)의 연구에서도 직장인의 연령별 비만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체질량지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에서 50대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가 전체 연구 대상자의 8.6%에 해당되므

로 각 연령별 정확한 비만분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허리둘레의 경우, 본 연구 대상자의 비만분포가 남자 23.8%, 여자 15.3%로, 2005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서 20세 이상 대상자의 비만이 남자 24.5%, 여자 

38.9%와 비교해보았을 때, 남녀 모두 허리둘레에 의한 비만율이 낮았다. 사무직 근로

자들이 활동량이 적어지고 그에 따라 비만, 특히 복부비만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체 데이터와의 비교시 비만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연령분포에 있어서 만 50

세 미만이 9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연령별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별로 비만과 연령 간의 양상은 20-30대는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

을 받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잠재되

어있던 유전적 요인까지 발현되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도 높게 나타난다(박종구, 2004).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화되

고 적극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을 위해서는 추후 각 연령별 종적 연구를 

통하여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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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정상그룹과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비만그룹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및 및 및 및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건강실천행위 비교비교비교비교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비만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인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유형을 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 있어서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의 분

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만

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일 때 비만율이 낮고 40대에서 비만율이 높았으며, 미

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비만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김종호(2000)와 장철호(2004)의 연구에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40대 이상에서 비만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의 비만과 관련된 변수가 배제된 상태이므로 추후 여성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충분한 대상자수를 확보한 후 관련 변수를 추가한 관련성 연구

를 제언한다. 

   건강실천행위는 Alameda County에서 실시한 시계열 연구결과 건강수준과 연관

성이 있는 건강행위(Health Behavior)로 제시된 7가지 건강실천행위(Alameda 7),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에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여부

를 추가하여 변수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실천행위 중 흡연, 음주, 운동, 휴식, 

체중조절 여부는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포차이가 있었

으며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 스트레스는 두 그룹에서의 분포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장철호(2004)의 연구에서 비만지표로의 허리둘레의 경우 근무시간, 흡연, 운동의 규

칙성, 식사의 규칙성 등과 유의하였으며, 김종호(2000)의 연구에서 현재 흡연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 지표인 허리둘레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 보다는 과거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만의 분포

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흡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경우인

데, 흡연 무경험의 경우 정상 그룹의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흡연과 

비만의 관계를 피악하기 위해 추후 흡연군별 건강실천행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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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정(2004)의 연구에서 운동을 통한 체중조절의 경우에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여부와 비만 그룹의 분포에 유의한 결과

를 보였고 비만 그룹에서 체중조절 노력을 하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체

중이 증가한 경우에 체중조절을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므로 체계화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개발을 위해서는 각각 비만그룹과 

정상그룹별로 건강실천행위에 따라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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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자의 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비만예측요인

   본 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인 일반적 요인을 포함하여 건강실천행위 변수인 흡연, 음주, 운동, 

휴식, 간식, 아침식사여부, 체중조절 여부, 스트레스 8개의 예측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회귀모델에 포함된 16개의 예측

변수 중 성별, 수면 충분도, 체중조절여부 3개의 변수가 비만분포에 있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비만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면서 수면 충분도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을 하고자 노력할수록 비만 그룹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나이, 교육수

준, 월평균 소득, 결혼상태, 거주유형, 흡연, 음주, 운동, 수면시간, 휴식시간 충분도, 

간식, 아침식사, 스트레스 13개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규일

(1996)의 연구에서는 비만관련 요인으로 성별이 가장 큰 요인이며 주당 운동횟수가 

많을수록 비만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생리적 분포상 남자에 비해 여자의 체

지방율이 높고 비만상태에 있는 경우 비만 정도를 낮추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별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으나 체중관리여부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시 대상자의 성별과 체중

관리에 대한 의지와 그에 따른 운동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효

과적인 비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운동여부, 연령별 수면시간, 성별에 따른 결혼상태

별 비만정도 등을 배제하였는데 보다 명확하게 비만예측요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각 변수에 따른 구체적인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통하여 체계화된 사

무직 근로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2005년 시점에서 시행된 횡적 단면 연구로 요인파악을 뚜렷하게 구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종적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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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1) 1) 1) 간호연구 간호연구 간호연구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의의의의의의의의

   일반 근로자나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한 문제인 만성퇴행성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신뢰성있는 비만지표를 선택하여 비만 그룹과 

정상 그룹간의 비만과 관련된 건강실천행위를 규명하여, 추후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 2) 2) 간호실무 간호실무 간호실무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측면에서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산업장에

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5. 5. 5. 5.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로, 사무직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가 고루 수집되지 못하였으

므로 편향으로 인한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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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과 건강실천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들의 비만관리를 통한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자료에서 수집

된 자료 전체 41,456명 중 직업을 가지고 있을 연령층을 만 2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

다. 만 20세 이상인 25,161명 가운데 좌식업무를 주로 하며 운동량이 낮아 비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직 근로자 2,375명를 1차 선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만

도 평가를 위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세 가지 자료를 모두 포함한 신체 계측값을 가지

고 있는 465명(남자 256명, 여자 209명)을 최종 선정하여 이들의 건강면접조사(가

구조사표, 면접조사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와 검진조사, 영양조사(식생활조사)의 결

과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30대~40대가 65.4%였고, 대학교졸업 이상(전문대 

포함)은 67.1%였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56.5%였고,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65.6%였으며, 거주유형은 아파트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 중 정상 그룹은 67.7%였고, 흡연력은 비흡연 59.3%, 음주는 현재 음주

를 하는 경우가 91.5%, 월평균 음주횟수는 한달에 1번 미만이 38.8%, 음주량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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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잔이 54.4%,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음이 51.1%, 휴식에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이 7~8시간이 39.7%, 수면충분도는 충분하다가 56.4%, 휴식시간 충분도에서 충분

하다가 55.4%, 간식을 하는 경우가 62.2%,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66.9%, 체중조

절을 노력하는 경우가 58.9%로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 중 비만 그룹은 32.3%였고,  흡연력은 과거흡연이 37.6%, 음주는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가 91.5%, 월평균 음주횟수는 2~4회/월이 39.0%, 음주량은 소주 

5잔 이상이 56.7%, 휴식에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이 46.1%, 수면충분

도가 충분하다가 66.7%, 휴식시간 충분도는 충분하다가 62.4%, 간식을 하는 경우가 

68.0%,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73.8%,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가 75.9%, 스트레스

를 느끼는 편이다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여부에서 전혀 하

지 않는 경우와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각각 38.3%로 같았다.

   4. 대상자 중 정상그룹과 비만그룹간의 특성 및 건강실천행위를 비교해보면, 정상

그룹과 비만그룹간의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상그룹의 45.1%가 남자, 54.9%가 

여자였고 비만그룹의 76.0%가 남자, 24.0%가 여자로 나타나 남자에서의 비만분포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38.022, p=<.001) 연령분포에서는 정상그룹은 

30~39세(35.6%), 20~29세(32.7%), 40~49세(24.1%), 50세 이상(7.6%)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그룹은 40~49세(39.3%), 30~39세(38.0%), 20~29세

(12.0%), 50세 이상(10.7%)의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6.087, p=<.001) 결혼상태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그룹의 60.3%가 결혼하

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39.7%가 미혼 또는 현재 배우자가 없었으며 비만그룹

의 76.7%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결혼상태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2.035, p=<.001). 정상그룹과 비만그룹의 

근로자의 흡연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그룹의 59.3%가 흡연 경험이 없었고, 26.1%

가 현재 흡연을 하였으며 14.7%가 현재는 흡연하지 않으나 과거에 흡연을 한 경우였

고, 비만그룹의 37.6%가 현재는 흡연하지 않으나 과거에 흡연을 한 경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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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 흡연 경험이 없었으며, 29.1%가 현재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의 흡연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36.281, p=<.001)  

1회 음주량에 따른 분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그룹은 소주 1~4잔(54.5%), 소주 5잔 

이상(37.1%), 전혀 안 마신다(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만그룹은 소주 5잔 이상

(56.7%), 소주 1~4잔(34.8%), 전혀 안 마신다(8.5%)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16.318, p=<.001) 규칙적인 운동여부 분포에서, 정상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51.1%),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31.0%), 

주 1~2회 운동을 하는 경우(17.9%) 순으로 나타났고 비만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38.3%)와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38.3%)가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주 

1~2회의 경우(23.4%)가 그 다음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6.436, p=.040) 휴식 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보면, 하루평균 수면시간과 휴식시간

충분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면충분도는 정상그룹의 56.4%

가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43.6%가 “매우 불충분하

다” 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그룹에서는 66.7%가  분

포가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매우 불충분

하다” 또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852, p=.049) 체중조절여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정상그룹의 58.9%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41.1%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비만그룹의 75.9%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24.1%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조절을 노력하는 것에서의 비만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11.335, p=.001). 

   5. 사무직 근로자에서의 비만예측요인을 찾기 위한 모형에서, 모든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만에 걸릴 위험이 0.204배(OR=0.204, 95% 

CI=.085~.486)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수면 충분도는 수면이 충분하다고 느낀 

집단에 비해 불충분하다고 느낀 집단이 비만에 걸릴 위험이 0.457배(OR=0.457, 

95% CI=.247~.846)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며, 체중조절여부는 체중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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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는 집단에 비해 체중조절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집단에 있어서 비만 그

룹에 해당될 확률이 0.439배(OR=0.439, 95% CI=.248~.779)로써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예측 정도를 볼 때, 비만 여부의 변동은 현 모형에 포

함된 설명변수에 의하여 78.1%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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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언제언제언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영

향요인과 비만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종적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배제된, 비만 그룹에서의 건강실천행위의 동기에 관한 조사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3)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이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향후 

코호트 구축을 통한 예측 가능한 현상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4) 사무직 근로자의 비만관리 및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함에 있어서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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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escriptive study was aimed at obtaining the basic data to develope 

and reform well-organized health improvement programs to control office 

workers’ obesit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esity of 

office workers and their health practic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hich was conducted 

nationwide from April to June in 2005. Among 25,161 people over twenty, 

2,375 office workers were first selected, who were expected to have higher 

degree of obesity because they worked almost sitting on the chair and took 

little exercise. Then 465 subjects (256 males and 209 females) with body 

measuring value were chosen as the object for the f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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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ings. 

   When the subjects with the index, classified as obesity either with their 

body mass index or with the waist circumference, were categorized as the 

obesity group, among the subjects, 32.3% belonged to the obesity group and 

the rest 67.7%, to the normal weight group. 

   When the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actice of the normal weight group 

and those of the obesity group among the subjects were compared,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there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of distribution in gender (=38.022, p=<.001), age (=26.087, 

p=<.001), and martial status (=12.035, p=<.001). With respect to health 

practice, meaningful differences were shown in smoking (=36.281, 

p=<.001), drinking (quantity of drinking for one time) (=16.310, p=<.001), 

regular exercise (=6.436, p=.040), rest (enough sleeping) (=3.852, 

p=.049), and weight control (=11.335, p=.001).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the obesity group and the normal 

weight group of the model to find the obesity prediction factors of office 

workers, showed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gender 

(OR=0.204, 95% CI=.085~.486), degree of enough sleeping (OR=0.457, 

95% CI=.247~.846), and weight control (OR=0.439, 95% CI=.248~.779).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workers’ obesity and the related factors of health practice, the obesity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for them need to be planned mor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ir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related to other health practice activities, such as smoking, drinking, and 

taking a rest,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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