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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가 비만율과 비만관리정책 현황

1. OECD 주요국가의 성인 비만율
OECD 주요국가의 성인 비만율(2015)

순위 국가 비만율(%)

1 미  국 72.5

2 멕시코 70.1

6 영  국 62.9

7 캐나다 60.3

OECD 평균 53.9

33 한  국 33.4
34 일  본 23.8

* 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기준

*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7)

2. 주요국가의 비만예방관리 정책 현황
□ 미국

ㅇ (개요) 대통령 주재 비만종합 캠페인(Let's Move*)을 실행(‘10년),

심각한 아동청소년 비만문제에 대응(아동·청소년 비만율 목표 ’07～‘08년

19.6% → ’30년 5%)

- 주요내용은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 설립,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 금지, △기업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물 섭취 캠페인 △가공

식품의 칼로리 표시제도 강화 등이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은 ①Let’s move, Cities, Towns and Countries(지자체장과 

협의체 구축, 영양가이드라인 및운동장소 지도배포, 액션플랜 수립) ②Let’s move outside(지역

사회 내 가족단위 야외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③Chefs move to schools(지역사회 요리사와 

함께 학교 내 식생활 감시 및 관리, 학생 영양교육 및 과일·채소 재배에 관한 정보, 건강레시피 제공)

ㅇ (시사점)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 운영, 대국민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비만 문제 대응, 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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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ㅇ (개요) 국가에서 지역사회 중심 캠페인 Change4Life를 추진(‘10년)

- 주요내용은 △매일 5가지 과일 및 채소 섭취 △섭취하는 당과 소금량
감소 △음식의 지방 양 감소 △성인 알콜 섭취량 감소 △신체활동 
증진의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를 활용 
전파하고, 미디어 캠페인과 지역사회 가두 캠페인 추진

ㅇ (시사점)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 및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 중심으로 비만예방 캠페인 실행

□ 호주

ㅇ (개요) ‘09년 National Preventive Health Task Force를 설립하여 비만,

담배, 알코올이 포함된 The Healthiest Country by 2020 수립

- 비만예방 전략은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향상 △건강하지 않은
음식과 음료를 마케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의 질 향상,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유도 △신체활동을 
증진 시키는 환경구축 △비만관리 연구를 통하여 근거기반을 축적
하고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 실행

ㅇ (시사점) 비만관리 연구를 통하여 근거기반 축적,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 실행

□ 일본

ㅇ (개요) 건강수명연장을 목표로 영양과 식생활을 포함하여, 적정체중
유지율 증가를 목표(비만 성인 남성 ’10년 31.2% → ’22년 28%, 비만 성인 여

성 ’10년 22.2% → ’22년  19%)로 하는 종합건강증진계획을 수립

- 주요 전략으로 △건강 만들기를 위한 운동 기준·지침 보급 △건전한 
생활 습관 국민운동(Smart Life Project) 실시 △개호예방사업 
△식생활 지침, 식사 밸런스 가이드 마련․ 보급 △식사 섭취 기준 
책정 △영양 성분표시 등이 있음

ㅇ (시사점) 국가종합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향상 전략을 주요 특징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