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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1990년대 이후 비만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비만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사
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저자는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비만에 관련
된 논문들의 연구 방법과 연구의 내용 등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비만에 관련된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방법: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정보센터와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에 등록된 논문중에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된 논문으로 비만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시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논
문 중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에 선정된 학술지와 대한비만학회지, 대한임상건강
증진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지에 실린 원저만을 대상으로, 각 논문의 발간연도,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 수, 연구대상자 연령, 추적관찰 기간,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대상 논문은 총 295편이었고,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1997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방법을 분석해보면, 단면적 연구, 기술적 연구, 관찰 연구가 84%,
68%, 93%로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구 방법은 단면적 - 기술- 관찰 연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연
구내용을 분석해보면 비만의 유병률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비만의 위험인자나
예방에 관한 연구는 12건 (4%)에 불과했다. 연구대상자 수는 500명 미만이 61%를 차지했으며 추적 연
구에서 관찰 기간은 3개월이 14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자료는 98%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2차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6건(2%)에 불과했다. 연구대상 연령에서 소아와 성인의 비율은 36%,
6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층에 대한 연구는 3건 (1%)뿐이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비만에 관한 연구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별 연구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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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양조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연구는 1~2편에 불과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차원의 비만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별 연구보다는
전국 규모의 철저히 준비된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
로 비만 관련 연구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연구경향, 연구방법

서

체의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론

8)
있으나 , 아직까지 비만을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

비만으로 야기된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식이나 영양상

고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다른 나라나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미묘하고 복

9)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국가

잡한 상호관계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단순

적으로 효율적인 비만 대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인과관계를 넘어선 생태학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

WPRO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본부)에서 제시하는 것

의 다각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식이와 영양뿐 아

처럼 광범위하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

니라 충분한 육체적 활동도 비만의 치료와 예방에 중

는 구체적 자료들이 필요하며10), 이를 위해서는 사전

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을 성공적으

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국가

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영양, 육체활동의 중

나 연합된 조직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한 역할을 충분히 숙지한 전략과 정책을 도입하여야

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필요

1,2,3,4)

.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NIH)이 주축이 되

성이 떨어지는 부분의 연구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 1998년 비만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

시급하고 부족한 부분의 연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비만의 정확한 규명과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효율적인 치료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

5,6)
을 경주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새천

되고 있어 이를 국가정책 등 국가적 비만 대책의 과학

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건강문제로 여기고 세계비만학

적 논거로 제시하기에는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한다

11)

등

회 (IASO)와 협력하여 비만에 관한 실무진 (task force

과거의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team)을 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만의 예방과 치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경향분석 연구는 과거의

료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

자료들을 분석하여 과거 연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

7)

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재 연구의 수준을 가늠하며, 앞으로의 연구의 바람직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비만의 치료에 대한

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과 관련된 학회들이 생겨

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의 투자를 줄이고

나면서, 비만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로 활발

필요한 부분의 연구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하게 진행되고 있고, 공중매체를 통한 비만퇴치 캠페

관련된 연구비와 인력의 투자나 배분에도 유용한 정보

인이 전개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고조

를 제공한다 하겠다. 과거와 현재의 한 단계를 정리하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얼짱’, ‘몸짱’ 등의

고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에

문화코드와 맞물려 비만을 건강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

서 경향분석 연구는 모든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

하고, 왜곡된 형태의 비만 치료가 성행하는 등 사회문

라 할 수 있으며, 비만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 점은 똑

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보건사업이나 자치단

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논문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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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응급의학12), 성형외과13), 신경정신과14), 간호학
15)

2. 검색 과정

등 일부 분야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들은 있

었으나, 비만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 경향을 분석

‘비만’, ‘과체중’, ‘obesity’, ‘overweight’ 라는 단어

시도한 적이 전혀 없어, 국내에서 비만에 관련된 연구

를 이용하여 제목과 키워드 검색을 시행하여 대상 논

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문을 검색하였다. 이들 중 비만과 관련 없이 검색 엔진

앞으로의 비만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

상의 오류로 검색된 ‘비만세포’나, ‘비만성 (diffuse)’,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만곡증’을 포함하는 논문은 제외하였으며, 논문의

본 연구의 목적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

서 발표된 비만에 관련된 논문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

회에서 선정한 학술지 (KoreaMed)와, KoreaMed에 등

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

재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가 비만연구에 중요하다고

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판단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중 종설과 증례보고 등은 제외하고 원저만을 대상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은 원칙적으로 초록에

첫째,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비만에 관련된 논문들

실린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초록에 분석대상의
정보가 없거나, 내용이 애매한 경우는 원문을 대상으

의 양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로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만에 관한 연구의
연구방법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3.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셋째, 국내에서는 비만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연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방

1) 발간 연도

법

각 논문이 실린 학회지가 발간된 연도를 기준으로

1. 연구 대상

조사하였다.

소장 학술지의 기본 서지정보와 초록을 제공하는 충
북대학교 의학연구정보센터 (MedRIC)와 전남대학교

2) 연구 방법

보건연구정보센터 (Richis)의 국내 500여 종의 학술지

각 논문의 방법론적 구조에 대한 분류는 의학연구의

20여만 편중에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된 논

일반적 분류 방법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

문으로 비만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시행한 논문의

며, 실험실 연구는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서지정보와 초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를
얻기 위해 의학연구정보센터와 보건연구정보센터의

(1) 연구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기술적 연구 (descri-

검색 엔진에 비만과 관련된 단어들을 입력하여 검색을

ptive study)와 분석적 연구 (analytic study)

시행하였고, 이 중 연구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2) 변수의 통제 정도나 실험유무에 따라 실험적 연

않는 논문을 제외한 원저들 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

구 (experimental study)와 관찰 연구 (observati-

회에서 선정한 학술지 (KoreaMed)와 이에 선정되지는

onal study)
(3)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면적 연구 (cross-sectional

않았으나 비만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논문의 신뢰

study)와 추적연구 (longitudinal study)

성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대한비
만학회지,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 방법의 분석은 각 논문의 저자가 밝힌 연구 방

지, 한국영양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에 실린

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가 분류하였으며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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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애매한 경우는 역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석

7) 연구 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석 변수인 연구 내용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각 논문의 연구 내용을 분류하는 작

3) 자료수집 방법

업이 선행하여야 하는데, 보건관리연구 분야를 제외하

자료수집 방법은 자료의 출처와 수집 방법을 근거로

고는 의학연구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시

하여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실험실 연구는 분

행된 적도 없었고, 비만이란 주제는 다른 의학 분야와

석에서 제외하였다.

는 달리 의학 외에도 운동, 영양, 심리사회적 요인 등
여러 분야가 복합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1) 집단 자료와 개인 자료

질병을 분류하는 체계는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아 새

(2) 환자 대상 자료와 일반인 대상 자료

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해야만 하였다. 연구내용을 분석

(3) 1차 자료와 2차 자료

하는 타당한 분류체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만 분야의
전문가와 의료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수차례의

여기서 집단 자료란 직장이나 학교 한 지역 사회 등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 3가지 분류체계를 선정하였다.

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한 경우이며 개인 자료란 개인

첫째, 세계비만학회가 관련 학회나 학술모임에서 발표

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사람을

분야를 분류하는 Tract의 개념이 비만연구를 분석하는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를 말한다. 환자 대상 자

데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분류방법으

료란 질병 또는 비만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의

로 선정하였다. 둘째, 세계비만학회의 분류는 임상적

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학교나 보건소 등의 비만 치료

인 관점에서 비만의 분야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비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

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우이며 나머지 경우는 일반인 대상 자료수집으로 보았

보건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건강을 설명하는 개념인

다. 1차 자료란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을 한 경우이

Lalonde 등의 건강의 장 개념 (Health Field Concept)

며, 2차 자료란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학교보건법에 의

의 4가지 분야로 비만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

한 학생검진 자료 등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이용한 경

째, 세계비만학회의 분류는 소아비만 분야의 연구가

우이다.

어떤 내용인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역학과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분리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4) 연구대상자 수

있었고, 또한 Health Field Concept에 의한 분류에서

동물이나 인체조직을 이용한 실험실 연구를 제외하

는 인체생리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인체생리에 관한

고 분석하였다.

영역에서 어떤 식의 연구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경향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5) 연구대상자 연령

예정된 유럽비만학회에서 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을 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고로 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의 1인과 예방의학자

의 성인과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임산부 및 태

2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

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였다.
(1) 세계비만학회 (IASO)의 분류

6) 추적 관찰 기간
추적연구만을 대상으로 최초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

- 비만세포의 생리 (Adipose tissue biology)

작한 시점과 최종 자료수집 시점 사이의 기간을 조사

- 비만의 유전학 (Genetics of Obesity)

하였다.

- 비만의 행동적 측면 및 예방, 소아비만 (Prevention, Behavioral aspects and Childhood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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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의 역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Epidemiol-

- 비만의 유병률 및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ogy, Health Implication)

- 비만의 위험 인자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에너지 균형의 조절 (Regulation of Energy Balan-

- 비만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연구

ce)

- 비만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비만의 관리 및 치료 (Management and Treat-

- 비만의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연구

ment)

-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기서 비만세포의 생리란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결과 및 고찰

호르몬이나 기타 물질의 기전에 관한 연구를 말하며,

1. 연도별 논문 수

에너지 균형의 조절에 관한 연구란 에너지 대사와 관
련된 동물 실험이나 기초대사량, Energy expenditure,

검색 결과 총 295건의 원저가 선정되었다. 각 연도

Respiratory quotient 같은 결과 변수들을 보는 임상실

별로 비만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수를 분석해보면

험을 말한다.

1990년 이후로 논문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1997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Fig. 1). 이
는 1992년 대한비만학회지가 발간되는 등 90년대 중

(2) 건강의 장 개념(Health Field Concept)에 의
한 분류

반 이후 비만에 관한 연구모임이 늘어났고, 1997년 세

- 인체생리

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독립된 질환으로 선언하고 비

- 환경

만에 대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만드는 등 세

- 의료제도

계적인 경향이 국내 비만연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

- 생활습관

로 추정된다.

2.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

(3) 수정된 유럽비만학회(EASO)의 주제 분류

비만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방법상의 특징에 대한

- 비만의 병태 생리 및 유전적 영향에 관한 연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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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article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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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ethod (N=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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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vs longitudinal study by year

분석에서는 실험실 연구 8건은 대상에서 제외한 287

구로 분류 하였을 때 단면적 연구가 84%로 압도적으

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로 많았으며 (Fig. 2), 이 결과는 이형기 등이 1980년
대 의학논문의 연구의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단면적

1) 연구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분류

16)
연구 82.7%)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이 결과를

연구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면적 연구와 추적 연

연도별로 5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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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criptive vs analytic study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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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bservational vs experimental study by year

논문 수가 증가함에 비례해서 추적 연구가 늘고 있으

2) 연구의 일반적 목적에 따른 분류

나 단면적 연구와의 상대적 비율은 계속 비슷한 상황

연구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기술적 연구인지 분석적

을 유지하고 있었다 (Fig. 3).

연구인지 나누어 보았을 경우에 기술적 연구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였다 (Fig. 2). 이 결과를 연도
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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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bination of research method by year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구 3편을 제외한 284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점차 분석적 연구의 비율이 늘고 있었다 (Fig. 4).
1) 집단 vs 개인
개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와 집단을 대상

3) 실험 유무에 따른 분류
연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통제를 가했는지 여부에 따

으로 자료를 수집한 비율은 각각 56%, 44%로 개인

라 분류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통제를 가하지 않은 관

대상이 약간 많았으나 개인 대상 자료도 대부분 병원

찰 연구가 93%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환자나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

었으며 (Fig. 2), 연도별로 분석을 했을 경우도 실험 연

수집한 경우가 많았다.

구의 비율은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Fig. 5).
2) 환자 vs 일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67%를

4) 조합에 따른 연구 방법의 분류
앞의 3가지 분류를 모두 조합하여 비만에 관한 논문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

을 분석해보면 단면적-기술-관찰 연구가 59%로 반 이

우는 32%였다. 환자군의 경우 80년대에는 주로 당뇨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수행상 어려움이 예상되

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1990년대

는 실험적 연구나 추적 연구는 소수를 차지했다 (Fig.

후반부터는 비만크리닉이나 운동크리닉, 지방자치단체

2). 또한 직접 실험실에서 기초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나 학교의 비만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하는 것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Fig. 6).

연구가 늘었다. 이는 비만과 가장 연관이 많은 대사 질
환인 당뇨 연구를 통해서 비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3.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

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비만을 하나의 독립된 질환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은 실험실 연구 8편과 비

으로 인정하고 치료하려는 인구가 늘어난 현상을 반영

만의 관리 실태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분석을 한 연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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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pics of the studies by year (by IASO)

3) 1차 자료 vs 2차 자료

건강조사 자료나 건강검진 자료, 학교검진 자료를 이

2차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단 6편뿐이었으며 대부

용하여 분석한 경우였고, 2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

분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2

구도 14건이나 되었다.

차 자료는 모두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학교보건

5. 연구대상자 연령

법상 시행한 학교검진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렇
듯 자료 수집을 직접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자

실험실 연구와 대상자 연령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한

료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료 수집에

논문 1건을 제외한 286건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연

드는 비용이나 수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간의 추적

령을 성인과 소아 및 청소년, 임산부 및 태아로 나누어

연구나 전국규모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분석해보면, 반 이상의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

쉽게 구상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되었으나 (61%),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도 36%나 되었고, 임산부 및 태아를 대상으로 한 연

4. 연구대상자 수

구도 10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 8편을 제외한 287건을 분석한 결과, 전

논문은 극히 드물어 3편에 불과했다.

체 연구의 평균 연구대상자수는 1,632명이었고 500명

6. 추적 관찰 기간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13건으로 매우 적었다.

46건의 추적 연구만을 대상으로 관찰기간을 분석했

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대부분 국민

을 때 평균 관찰기간은 2.63개월이었으며 3개월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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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pics of the studies by year (by health field concept)

찰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관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2) 건강의 장 개념(Health field concept)에 의한

우가 반 이상이었으며,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찰

분류

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연구의 내용을 건강의 4가지 장의 개념으로 분석해
보면 인체생리에 대한 부분이 180건으로 3분의 1을

7.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논

전체적으로 비슷한 주제와 형식의 연구가 비슷한 시

문이 92건으로 많았고, 환경적 영향에 관한 논문은 28

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떤 연구는 연구대상

건으로 적었다. 특히 의료제도와 관련된 논문은 불과

자의 특성만 바꾼 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9편뿐이었는데 그나마 순수하게 비만과 관련된 의료

도 있었다.

제도를 연구한 논문은 ‘한국인 성인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도시지역 일차의료에서 비만에 관한 인식 및

1) 세계비만학회의 분류

관리실태’ 단 두 편뿐이었다. 이 결과를 연도별로 분석

비만에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세계비만학회의 발표

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생활습관과 비만과의 관련

분야 분류 방식에 따라 분석해보면 비만의 행동적 측

성을 보는 연구는 늘어났으나 여전히 인체생리에 관한

면 및 예방, 소아비만과 비만의 역학과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의료제도나 환경과 관련

영향에 관한 논문이 각각 116건과 107건으로 3분의 1

된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의료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씩 차지하고 있으며, 비만세포의 생리나 유전학에 관

워낙 수가 적어 연도별 분석이 의미가 없었다 (Fig. 8).

한 연구는 14건과 17건으로 매우 적었다. 이 결과를 5
년 단위로 묶어서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80년대에는 비

3) 수정된 유럽비만학회의 주제 분류

만의 행동적 측면 및 예방, 소아비만과 비만의 역학과

연구자에 의해 수정된 유럽비만학회 분류에 따라 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뿐이었으나 점차 다른

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분야로도 연구가 확대되는 바람직한 경향을 보여 주고

관한 논문이 99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

있었다 (Fig. 7).

음으로는 비만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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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pics of the studies by year (by modified EASO)

73건으로 많았고 위험인자나 예방에 관한 논문은 12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비만의 예

건으로 매우 적었다. 이 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방이나 위험인자와 관련된 논문은 적었고 비만이 건강

1980년대 초에는 비만의 위험인자 및 예방에 관한 연

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논문

구와 비만의 병태생리 및 유전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 59%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내용의 다양

거의 없고 비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적, 사

성과 효율성,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구주제

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부터는 위험인자나 예방에 관한 논문이 조금씩 증
가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각 분야에 고

결

론

르게 관심이 분포되고 있었다 (Fig. 9). 서양인과 동양
인의 비만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양인의

비만에 관한 논문은 비만관련 학회가 생기기 시작한

비만 진단 기준으로 동양인을 평가하면 잘못된 결과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

나올 수도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 보고서에서

으며, 연구의 관심 분야도 의학 분야만 아니라 영양 및

도 각 나라에 맞는 진단기준을 위한 연구를 권고하고

운동, 사회심리적 영역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994년부터 비만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연구에

진단법의 유용성이나 측정도구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대한 지원이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도 선진국의 대규모

연구 등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한

로 투자된 연구에 버금가는 연구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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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도 여러 편 있었

But most of researches were done individually and

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논문들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

separately, so that datas were not sufficient to

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비만에 관련된 연구

establise nation-wide strategies against obesity. The

는 규모상으로도 직장 검진자나 지역 주민, 1~2개 학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review the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연구가 대부분이었

basic database on researches related to obesity

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미

Korea from 1984 to 2002, which would reveal the

리 계획 하에 시행되는 연구는 한 두 편에 불과했다.

recent trends and issues of researches related to

방법상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을 통한 연구보

obesity and thereby help to set up and going on the

다는 단면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추적관찰연구도

community base studies which proffer academic

그 관찰기간이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rationale of strategies against obesity.

in

건강에 영향을 주는 비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흡한

Materials and Methods: Study materials were

점이 많았다. 또한 비슷한 방법과 주제의 연구가 비슷

basic information and abstracts of about 200,000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articles from approximately 500 journals recruited by

비만에 대한 대처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 등의

MedRIC (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at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주도하는 연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Richis(Research

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분야의 연구도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from 1984 to 2002.

개별기관이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시행하기보다는 전

The search was done by using terms of obesity and

국 각 곳의 여러 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overweight both English and Korean. The main

집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과

variables for the analysis were publication date,

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개별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method of research, number of subjects, age of

일시적 시류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좀

subjects, follow up period, topics of study.

더 객관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필요성에

Results: A total 295 of articles were found from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과제

search of MedRIC, and Richis, and they are analy-

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나 연구기관 등이 연

sed.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were increased

구비를 배분하는 등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점

according to year, especially from 1997. Majority of

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studies were cross-sectional, descriptive observational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비만

study, but the portion of longitudinal analytic expe-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만 관련 연구를

riment was increasing slowly. The main topics of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

studies were prevalence and health implications of

하며, 이러한 모임을 이끌어 내는 데는 몇몇의 개인적

obesity, and studies about elderly obesity were only

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및 공공단체와 비만

3 cases.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 nation-wide conf-

다고 생각하여 이들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촉

erence supported by both government and clinicians

구하는 바이다.

to made community based systemic study, so that
propose academic evidence of strategies against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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