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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은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예방
과 관리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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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질

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특성과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의
문점들이 생겨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의 발생을 억제하며,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IPAQ3 기반의 신체활

습니다. 심혈관질환이나 암에 걸린 환자의 재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동 설문지는 단순히 걷기뿐만 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도 평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루 칼로리 소비량도 간접적으로

저자께서는 국내 대표적인 역학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에

를 분석하여, 신체활동 중에 특히 걷기가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어떤

만 집중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논문에서 시사성 있게 밝혀 주셔서 관심 깊게

걷기 말고 중등도 이상의 다른 운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

읽어 보았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체질량지수 23 kg/m 미만인

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시해 주신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시는 분

그룹과 이상인 그룹별로 나누어 대사증후군과 그 요소들에 어떤 영

들에는 이들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아이디어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연

인지요? 설문지에 나와 있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설문지 항목들을 전

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만이라

부 활용하여 적절히 분류한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추가적으

도 충분히 규칙적으로 한다면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근거를 한국인의 건강 특성을

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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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있게 반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입증한 점이 이채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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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과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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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들이 비만도와 신체활동량 사이에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대사증후군과 비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단면조사(Cross-sectional

온다는 결과를 제시해 주어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urvey)이기 때문에 비만해질수록 이를 극복하려고 운동을 하는 사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적

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

절한 재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주제의 논문

를 이 논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을 통해 규칙적인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해주신

셋째, 한국인의 비만 진단기준인 25 kg/m 나 고도비만 진단기준인
2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 kg/m 를 사용하지 않고, 과체중의 기준인 23 kg/m 를 중심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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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한 점이 또한 이채롭습니다.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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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kg/m 에 해당하는 영역은 서구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에서도
2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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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25나 30 kg/m 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2

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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