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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연구배경과목적 :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신체활동 또는 저항성 운동과 대사

증후군 간의 관련성을 보고해 왔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에 비해 저항성 운동

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으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2010년) 대

상자 중 40세-75세 성인(남성 3,394명, 여성 4,567명)을 대상으로 국제신체활

동 설문으로 측정한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군 관

련성에 관하여 분석하는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결과 : 여성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하는 경우 건강증진형 활

동(HEPA active)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17.9%로 저항성 운동을 실천

하지 않은 군의 29.6%보다 유병률이 낮았다.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

연, 음주, 총 섭취열량, MET, BMI를 보정한 모형으로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에서,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군은 미실천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50로 낮았

으며[95% Confidence Interval(CI), 0.32-0.27],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군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경우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

가 0.62(95% CI 0.42-0.90)로 낮았다.

결론 : 저항성 운동을 포함하지 않는 신체활동보다 저항성 운동을 포함한 신

체활동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저항성 운

동과 대사증후군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대사증후군, 신체활동, 저항성 운동, 국제신체활동 설문, I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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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체로 간주되

고 있다(Ford, Giles and Mokdad, 2004).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사망률 높은 질

환 중 대부분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으며(Isomaa et al., 2001), 특히 심혈

관질환의 위험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Braun, Bitton-Worms

and LeRoith, 2011).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때문에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수명을 단축시키고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Oh, 2011). 1966년 프랑스에서 Camus(1966)가

“trisyndrome métabolique”의 원인으로 통풍, 당뇨병, 고지혈증 발병이 높아지

는 일종의 신드롬 현상을 발견했으며, 대사증후군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1988년 미국에서 Reaven(1988)이 “Syndrome X"로 내당능장애가 고혈압, 복

부비만,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Low High-density-lipoprotein cholesterol)

등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여 그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998년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라는 이름으로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Alberti et al., 1998). 단체 혹은 학자마다 정의가 조금

씩 다르지만 고혈압, 복부비만, 이상지질혈증, 높은 중성지방, 공복혈당장애 등

의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 5가지 진단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대사증

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Institue of Health, NIH, 2001). 대사증후군은

미국 성인에서 25%의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으며(Churilla, Fitzhugh,

Thompson, 2007), 우리나라도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서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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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의 유병률이 32.4%로 높게 나왔다(Oh, 2011). 대사증후군은 특히 신체

활동과 밀접과 관련이 있는데(Katzmarzyk et al., 2003), 미국 건강영양조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NES)에 의한 연구

에서 신체활동과 대사증후군의 유효한 관련성을 보고했으며(Ford, Giles,

Dietz, 2002),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

후군 발생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Laaksonen et al., 2002). 유럽에서 진

행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이 대사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으며(Brage et al., 2004), 걷기 운동 또한 유산소 운동

에서 가장 사고 위험이 적으며, 혈압을 유지하고 관상동맥심장질환의 발병위

험을 감소시키는 운동이며(Davison, Grant, 1993),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안정적인 운동이라고 평가되었다(Ekkekakis et al., 2000).

유산소 운동에 비해 저항성 운동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적으나, 몇몇 중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저항성 운동 병행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Churilla et al., 2012;

Maiorana et al., 2001). 특히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미국 남성 32,000명

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과 당뇨병 발병위험의 관련성을 18년 간 추적한 코호

트 연구에서 주 3회 근력운동이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Anders et al., 2012). 미국 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저항성 운동

실천군이 미실천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낮았고(Wijndaele et al.,

2007), 호주에서 남성을 대상(Atlantis et al., 2009)으로 한 연구와 일본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Miyatake et al., 2007)에서도 근력과 대사증후군의 유

효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의 경우 일부지역과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근력 운

동 또는 규칙적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강대관 등 2004;

윤종완, 최용익, 2006), 유산소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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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병행 여부에 따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수준과 대사증후

군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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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

군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한다.

둘째, 신체활동 수준과 저항성 운동 수준을 알아본다.

셋째, 신체활동 수준별로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을 비교하고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파악한다.

넷째,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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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체활동

1.1. 신체활동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체육에서는 흔히 ‘운동’이라고 하고 있으나,

물체의 위치 이동에 대하여 물체의 위치 이동에 대하여 붙여진 물리적 용어로

서의 '운동'과는 구별되며, 엄밀하게는 ‘신체운동’ 또는 ‘신체활동’이라 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뜻에서의 운동의 성질을 가지면서 주로 자기 자신이 신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운동도 포함하고 있다(이태신, 2000). 신체활동

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질병을 조기에 예방한다

(Pate et al., 1995).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는 신체활동으로 1주일에 700∼2,000kcal를 소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Pollock et al., 1998). 미국의 한 단면연구에서 성인 7,432명을 대상으로

최근 30일간 신체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를 국제신체활동 설문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을 통해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운동한 군(20.3%)에서 신체활동을 안하는 군(36.2%)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낮았다(Churilla et al., 2012). 신체활동은 빈도와 강도에 따라 중등

도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나뉠 수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할 경

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왔다(Laaksonen et al., 2002). 이 연구

에서는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의 3가지 신체활동 기준(활동부족, 최소한

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을 활용하였다.



- 6 -

1.2. 걷기

걷기는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간이 하는 운동 중 가장 완

벽에 가까운 운동이다(Pollock et al., 1998). 걷는 것은 몸 전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이 과정이 제대

로 진행되려면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 운동

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

산소운동이다(Morris, Hardman, 1997). 또한 걷기운동을 60분 이상 하였을 때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Murtagh et al., 2005). 최근 미국

에서 HERITAGE Family Study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산소운동 효과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주간 운동 시행 후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에

서 제외되었다고 보고되었다(Katzmarzyk et al., 2003). 국내의 경우 비만 여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6회 30∼60분으로 걷기운동을 실천한 결과,

실험군(21.3%)이 대조군(7.7%)보다 더 높은 개선도를 보였다(김영혜 등,

2005). 또한 성인의 경우 걷기운동을 주 5회 30분 이상 할 때 HDL-콜레스테

롤 수치와 체질량지수 등 심혈관 위험 요인이 주로 감소했다(Keller, Trevino,

2001). ACSM에서는 1주일에 3-5일, 1회 운동 시 20∼60분 걷기운동을 권고

하고 있다(Pollock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된 주

당 걷기 횟수와 시간을 국제신체활동 3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하는데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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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

1996년부터 신체활동의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Booth,

1996), 1998년 제네바에서 신체활동에 관한 국제 합의 그룹(International

Consensus Group)에 의해 국제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에 합의하

여 1999년 까지 8번의 오류 수정 끝에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를 개발했다(Booth, 2000). 한국의 국

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는 2007년부터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의 단축형 설문을 사용

하고 있으며, 설문 내용으로는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 시

간이 각각 주당 며칠, 회당 평균 몇 분이었는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여가시간, 야외활동, 실내 활동, 평상시 활동 등을 포함하

여 행해지는 모든 신체활동을 가정하며, 지난 7일간의 활동량을 중등도 신체

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걷기에 따라 계산 후 활동량을 신진대사 해당치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판정한다. 그

수준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활동 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

(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활동(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y,

HEPA active)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를 신체활동 설문조사 시에 활용하

고 있으며(WHO, 2009), 전 세계 12개국에서 14개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이 검증되기도 했다(Craiq et al., 2009). European Physical Activity

Survey(WHS), Countrywide Integrated Non-communicable Disease

Intervention(CINDI) 등에서도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를 채택 하고 있다

(김소영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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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Resistance exercise, RE)이라 하면 대개 무거운 바벨을 들고 하

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연상한다. 하지만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밴드를 활용하

는 운동이나 자기 체중을 이용한 부하 운동도 저항성 운동에 속한다(Braith,

Stewart, 2006). 근력운동, 웨이트트레이닝, 저항성 운동 등이 거의 유사한 용

어로 사용되고 있다. 저항성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중관리에 도움

을 주고, 노화로 인한 근위축현상을 지연시키는데 효과적이다(Williams et al.,

2007). 최근 근력, 저항성 운동과 대사증후군의 유효한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

가 미국(Wijndaele et al., 2007), 일본(Miyatake et al., 2007), 호주(Atlantis et

al., 2009)에서 발표되었다.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 의하면 저항성 운동은 주 2회 이상 했을 때 효과

를 볼 수 있으며, NHANES 데이터를 이용한 단면연구에서 성인 7,432명을 대

상으로 최근 30일간 저항성 운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를 국제신체활동 설문

지(IPAQ)를 통해 조사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어떠한 신체활동을

하였는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라는 질문이 들

어 있었으며, 주 2회 이상 운동을 실천한 군이(20.3%) 저항성 운동을 미실천

하는군(36.2%) 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낮게 나왔다(Churilla et al., 2012).

이 연구에서는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를 적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신체

활동 문항을 활용하여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

기, 철봉 등의 근력 운동을 한 날’을 저항성 운동 시행 여부 판단에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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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증후군

3.1. 대사증후군의 정의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MetS)은 고혈압, 복부비만, 저 HDL 콜레

스테롤증, 고중성지방혈증, 공복혈당장애 등의 심혈관계 위험 인자 5가지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로 정의되고 있다(NIH, 2001). 현재 인간에게

서 나타나는 사망률 높은 질환 중 대부분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으며

(Isomaa et al., 2001), 특히 심혈관질환의 위험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un, Bitton-Worms and LeRoith, 2011). 우리나라에서도 2009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남성 35%, 여성

30.1%로 높게 나왔다(Oh, 2011).

3.2.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NIH, 2001).

1) 복부비만 : 남성 허리둘레 ≥ 90 cm,

여성 허리둘레 ≥ 80 cm

2) 고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 ≥ 150 mg/dL

3) 저 HDL 콜레스테롤증 : 남자 < 40 mg/dL,

여자 < 50 mg/dL

4) 고혈압 : 수축기 혈압 ≥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85 mmHg

5) 공복혈당장애 : 공복 혈당 ≥10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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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미국 헤리티지 가족 연구(HERITAGE Family Study)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

으로 유산소운동 효과에 관한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주 간 운동 시행 후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Katzmarzyk et al.,

2003), 유산소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Murtagh et

al., 2005; Keller, Trevino, 2001).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저항성 운동을 포함한 복합운동 개입에 대해서도

수 차례 보고되었다. 미국 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에서는 저

항성 운동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낮아졌고, 여성에서는 유산소 운동

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Wijndaele et al.,

2007).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산소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한 복합

운동에서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수치가 유의하게 낮게 감소했

다고 보고했으며(Maiorana et al., 2001), 캐나다에서 있었던 연구에서는 복합

운동을 22주 동안 주당 5회 시행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의 값의 차이는

없었으나 혈당조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신체활동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igal et al., 2007). 국내에서도 중년 비만여성을 대상

으로 복합운동을 24주 시킨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왔다(Park et al., 2003). 간혹 저항성 운동만의 효과를 따로 파악한 연구

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20-79세 1,216명을 대상으로 근력과 대사증후군의 관

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근력이 높을수록 복부비만의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추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Miyatake et al., 2007).

또한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18년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운동만으

로 1주일에 150분 이상 시행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34% 감소하며, 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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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까지 병행하면 59%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Ander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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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는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으로 측정한 신체활동의 3가지

수준인 활동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활동

(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y, HEPA active)에 따라 저항성 운동 수준

별로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그림 1].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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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2010년)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1차년도(2007)는 약 2,300가구,

2-3차년도(2008-2009)는 각 4,6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제 5기 1차년도(2010년) 조사는 약 3,840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제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2007년 7월

부터 2009년 12월까지 시행하였고, 제 5기 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

월까지 시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되었다. 제 4기 조사의 경우,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와 신축아파

트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사용하였으나 제 5기(2010년) 표본설계에서는

2009년 주민등록인구자료와 2008년 아파트 시세 조사 자료를 표본 추출 틀로

이용하였다.

표본 조사구는 시도별로 1차 층화하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대별 인구분율

기준 26개 층, 아파트 지역은 단지별 평당 가격, 평균 평수 등 기준 24개 층으

로 2차 층화한 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에서는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당 20개의 최종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1).

전체 조사대상자 33,829명 중 총 20,266명을 제외하였다. 40세 미만 혹은 75

세 이상인 18,926명이 제외되었으며, 암에 걸렸던 사람 720명 및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사람 807명, 폐결핵의 과거력을 가진 사람 37명, 천식 과거력이

있는 사람 546명, 만성폐색성폐질환이 있는 사람 112명, 신부전이 있는 사람

61명, 간경화가 있는 사람 1명이 제외되었다. 선정기준에 맞는 조사가능대상자

13,563명 중 5,602명이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측정되지 않아 분석대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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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다. 819명이 저항성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제외되었

으며, 신체활동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2,283명, 허리둘레를 측정하지 않은

764명, 중성지방을 측정하지 않은 1,456명,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지 않

은 1,456명, 공복혈당이 측정되지 않은 1,027명,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702명,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지 않은 746명, 흡연력(갑년)이 측

정되지 않은 856명, 음주력(음주량 g/day)이 측정되지 않은 2,599명, 총 에너

지섭취량이 측정되지 않은 1,482명, 개인 월소득수준이 측정되지 않은 362명,

교육수준이 측정되지 않은 824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대상자는 7,961명을

포함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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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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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단 걷기는 제외

걷기 출퇴근 또는 등하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 포함

저항성

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3. 사용변수

3.1. 신체활동 및 저항성 운동의 세부내용

국민건강조사에 명시된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에 따른 신체활동 및 저

항성 운동 설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신체활동 및 저항성 운동의 세부내용

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 지침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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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부족

(Inactive)
아래의 신체활동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군.

최소한의 활동

(Minimally active)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주 3일 이상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씩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경우

․주 5일 이상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걸은 경우

․주 5일 이상 걷기,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의 어느

조합이든 최소 600 MET(min/week)의 신체활동을 한 경우

건강증진형 활동

(HEPA active)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적어도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해서 최소한 1500

MET(min/week)의 운동량을 소비한 경우

․주 7일 이상 걷기, 중강도 또는 격렬한 신체활동 중 어느

조합이든 활동을 해서 적어도 3000 MET(min/week)의

운동량을 소비한 경우

3.2.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에 근거한 신체활동 분류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신체활동 설문지 단축형(Korean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KIPAQ)은 최근 1주일간 동안 10분 이상 시행한 걷

기,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일/주), 평균 몇 시간(_시간 _분/주) 이

었는지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 3회 이상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

상씩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였거나, 주 5일 이상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중

등도 신체활동을 하였거나 걸은 경우, 각각의 활동 및 걸은 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MET(min/week)으로 계산하였다(MET-min/week = MET level ×

minutes of activity/day × day per week). 응답자의 활동 정도는 국제신체활

동도 평가 점수화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를 주당 저항성 운동 횟수별로

평가 하였으며, 이렇게 정의한 신체활동의 수준별 저항성 운동 수준을 독립변

수로 하였다.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에 따라 신체활동 세부내용을 판정

하였고(IPAQ, http://www.ipaq.ki.se), 이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에 근거한 신체활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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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Q의 Met-min/week 계산식

1) 걷기 = 3.3 METs × minutes of activity/day × day per week

2) 중등도 신체활동 = 4 METs × minutes of activity/day × day per week

3) 격렬한 신체활동 = 8 METs × minutes of activity/day × day per week

3.3.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분류 기준으로는 2001년 미국의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의 제3차보고서(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ATP Ⅲ) 진단기준을 활용하여 고혈압, 저 HDL 콜레스

테롤증, 고중성지방혈증, 공복혈당장애, 복부비만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 해

당하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NIH, 2001). 공복혈당장애 기준은

미국 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 2003년 110에서

100 mg/dL으로 조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Grundy et al., 2004), 한편 허리둘

레는 2000년 (Asia-Pacific criteria for abdominal obesity based on waist

circumference, APC-WC)의 기준을 사용하였다(WHO W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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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란요인으로 고려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시행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고려한 요인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시행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및 p-value

를 산출하였다. 분석에 있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령, 흡연, 음주, 총 열량 섭취, 교육수준, 소득을 보정하

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MET을 추가로 보정하였고, 마지막 넷째 단계에서

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저항성 운동 여

부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및 p-value

를 산출하였다.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사용한 분석방법은 SAS의

PROC SURVEYFREQ 및 PROC SURVEYLOGISTIC(질병관리본부, 2011) 문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있어 종속변수인 대사증후군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5가지 요인 중 하나 이상의 결측치를 보인 경우는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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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2010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48.3%)보다 여성(51.7%)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40-49세(44.1%), 50-59세(31.7%), 60-69세(18.1%), 70세 이상

(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23.2%), 중하(25.8%), 중상

(24.8%), 상(26.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학교 이하

(43.7%), 고등학교(34.4%) 대학교 이상(21.9%) 순이었고, 흡연 유무별로 보면

비흡연자가 57.4%로 가장 많았고, 과거 흡연자 19.4%, 현재 흡연자 23.2%로

나왔다. 음주는 비음주 36.4%, 적정음주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위험 음주

가 14.4%였다. 고중성지방혈증은 19.2%, 정상이 80.8%로 나타났으며,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은 15.8%, 정상이 84.2%로 나왔다. 대사증후군 유무로 보면 정

상이 70.6%,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이 29.4%로 나왔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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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요인 구분   N           %

성별 남성 3,394 48.3

여성 4,567 51.7

연령(세) 40-49 2,803 44.1

50-59 2,358 31.7

　 60-69 2,012 18.1

≥ 70 788 6.1

소득수준 (사분위수) 하 1,841 23.2

중하 1,997 25.8

중상 1,995 24.8

상 2,128 26.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98 43.7

고등학교 2,467 34.4

대학교 이상 1,496 21.9

흡연 비흡연자 4,976 57.4

과거흡연자 1,448 19.4

현재흡연자 1,537 23.2

음주 비음주군 3,253 36.4

적정음주군 3,746 49.2

고위험음주군 962 14.4

비만 저체중 174 2.1

정상 2,913 36.3

과체중 2,069 26.0

비만 2,805 35.6

고중성지방혈증 무 6,498 80.8

유 1,463 19.2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무 6,688 84.2

유 1,273 15.8

대사증후군 무 5,525 70.6

유 2,43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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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자의 저항성 운동 실천일수

연구 대상자 전체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당 1∼2회 실천하는 군은 12.3%, 3∼

4회 실천하는 군은 9.9%, 5회 이상 실천하는 군은 7.5% 순이었고, 미실천군이

70.3%로 가장 많았다(표 2-2).

표 2-2. 연구 대상자의 1주일간 저항성 운동 실천일수

요인 구분 N %

저항성 운동(일수/주) 0 일 5,835 70.3

1-2 일 864 12.3

3∼4 일 684 9.9

5 일 이상 57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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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신체활동 양상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양상을 범주형 구분으로 살펴보면(표 2-3), 활동부족

(Inactive) 군에서 남성은 34.1% 여성은 35.3%로 나왔다. 최소한의 활동

(Minimally active) 군은 남성 27.1%, 여성 34.6%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군은 남성이 38.8%, 여성이

30.2%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양상

연속형 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주당 3,910.3±5571.1 MET-minutes 으로 여

성 3,124.1±4855.8 MET-minutes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표 2-4).

표 2-3.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양상(범주형 구분)

변수 구분 총계 활동부족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 p-value

성별 남성 3,394 1,099 (34.1) 975 (27.1) 1,320 (38.8) <0.001

여성 4,567 1,660 (35.3) 1,549 (34.6) 1,358 (30.2)

표 2-4.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양상(연속형 점수)

변수 구분 총계 MET (min/week) p-value

성별 남성 3,394 3,910.3±5571.1 <0.001

여성 4,567 3,124.1±4855.8

* MET-min/week = MET level × minutes of activity/day × day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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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 분석을 통한 신체활동과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신체활동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을 시행하였다(표 2-5). 연령군 별로 살펴봤을 때, 40-49

세의 경우 활동부족 군은 1,002명(35.6%),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군은 889명

(30.8%), 건강증진형 활동을 하는 군은 912명(33.6%)이었으며, 50-59세의 경

우, 활동부족 군은 765명(32.7%),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군은 712명(29.4%),

건강증진형 활동을 하는 군은 881명(37.9%)이었다. 60-69세의 경우, 활동부족

군은 695명(34.1%),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군은 652명(33.4%), 건강증진형 활

동을 하는 군은 665명(32.5%)였으며, 70-74세의 경우, 활동부족인은 297명

(39.8%),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군은 271명(33.3%), 건강증진형 활동을 하는

군은 220명(26.8%)으로 신체활동 양상은 연령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p<0.001). 신체활동 양상은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p=0.04), 교육수준(p=0.002), 흡연(p=<0.001), 음주(p=<0.001)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정상 군은 활동부족

에서 2,207명(34%), 최소한의 활동에서 2,085명(31.6%), 건강증진형 활동에서

2,206명(34.4%)으로 신체활동 수준별 차이는 없었고, 고중성지방혈증을 갖고

있는 군은 활동부족에서 552명(37.5%), 최소한의 활동에서439명(28.5%), 건강

증진형 활동에서 472명(34%)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4). 저 HDL 콜

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정상인 군은 활동부족에서 2,284명(34.3%), 최소한의 활

동에서 2,131명(31.3%), 건강증진형 활동에서 2,273명(34.3%)으로 신체활동 수

준별 차이는 없었고,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을 갖고 있는 군은 활동부족에서

475명(36.6%), 최소한의 활동에서 393명(29.1%), 건강증진형 활동에서 405명

(34.4%)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9). 대사증후군의 경우 정상 군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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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에서 1,850명(33.7%), 최소한의 활동에서 1,771명(31.1%), 건강증진형 활동

에서 1,904명(35.2%)으로 건강증진형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

며, 대사증후군 군은 활동부족에서 909명(36.9%), 753명(30.7%), 건강증진형

활동에서 774명(32.4%)으로 활동부족 군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한 군이 가장 많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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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 분포

변수 구분 총계 활동부족 최소한의 활동 건강증진형 활동 p-value

성별 남성 3,394 1,099(34.1) 975(27.1) 1,320(38.8) <0.001

여성 4,567 1,660(35.3) 1,549(34.6) 1,358(30.2)

연령(세) 40-49 2,803 1,002(35.6) 889(30.8) 912(33.6) <0.001

50-59 2,358 765(32.7) 712(29.4) 881(37.9)

60-69 2,012 695(34.1) 652(33.4) 665(32.5)

70-74 788 297(39.8) 271(33.3) 220(26.8)

소득수준 하 1,841 668(36.5) 604(31.9) 569(31.5) 0.04

중하 1,997 685(34.6) 597(29) 715(36.4)

중상 1,995 705(35.1) 655(32.5) 635(32.5)

상 2,128 701(32.7) 668(30.7) 759(36.6)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998 1,425(36.2) 1,205(29.7) 1,368(34.1) 0.002

고등학교 2,467 822(33.1) 789(30) 856(36.9)

대학교이상 1,496 512(34) 530(35.2) 454(30.8)

흡연 비흡연자 4,976 1,773(34.9) 1,673(33.6) 1,530(31.5) <0.001

과거흡연자 1,448 436(31.6) 430(28) 582(40.4)

현재흡연자 1,537 550(36.7) 421(27) 566(36.3)

음주 비음주군 3,253 1,212(36.1) 1,062(32.7) 979(31.2) <0.001

적정음주군 3,746 1,244(34.5) 1,191(30.6) 1,311(34.9)

고위험음주군 962 303(31.8) 271(27.9) 388(40.3)

비만 저체중 174 65(36.1) 57(36.4) 52(27.6) 0.23

정상 2,913 1,067(36.3) 911(30.8) 935(32.9)

과체중 2,069 672(33.7) 669(31.1) 728(35.2)

비만 2,805 955(33.6) 887(30.8) 963(35.6)

고중성지방혈증 무 6,498 2,207(34) 2,085(31.6) 2,206(34.4) 0.054

유 1,463 552(37.5) 439(28.5) 472(34)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무

6,688 2,284(34.3) 2,131(31.3) 2,273(34.3) 0.29

유 1,273 475(36.6) 393(29.1) 405(34.4)

대사증후군 무 5,525 1,850(33.7) 1,771(31.1) 1,904(35.2) 0.04

유 2,436 909(36.9) 753(30.7) 774(32.4)

전체 7,961 2,759(34.7) 2,524(31.0) 2,67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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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사증후군 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

4.1.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대사증후군과 대조군 간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 수준은 표 2-6에

제시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한 경우는 대조

군에서 25.2%, 대사증후군 군에서 22%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8). 여성의 경우 대조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은 12.2%로

대사증후군 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 7.6%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p<0.001). 연령군 별로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을 살

펴봤을 때, 40-49세의 경우 대조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은 18.2%로 대

사증후군 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13.4%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9), 50-59세의 경우 대조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은

19.5%로 대사증후군 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1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6). 60-69세의 경우 대조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은 17.5%로 대사증후군 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

동 1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21). 70-74세의 경우 대조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은 15.3%로 대사

증후군 군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6.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

다(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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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사증후군 군과 대조군 간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실천율 비교

변수 구분 총계
(N)

대사증후군군 대조군
p-value

% 95% CI % 95% CI

전체 7,961 14.9 (13.1,16.7) 18.4 (17.1,19.7) <0.001

성별 남성 3,394 22.0 (18.8,25.2) 25.2 (23.1,27.3) 0.08

여성 4,567 7.6 (6.1,9.1) 12.2 (10.8,13.6) <0.001

연령(세) 40-49 2,803 13.4 (10.3,16.6) 18.2 (16.2,20.3) 0.009

50-59 2,358 18.4 (15,21.8) 19.5 (17.4,21.7) 0.56

60-69 2,012 15.1 (12.1,18.1) 17.5 (14.9,20) 0.21

≥70 788 6.8 (3.6,9.9) 15.3 (11.7,18.9) 0.002

소득수준 하 1,841 12.5 (9.2,15.7) 14.2 (11.6,16.8) 0.40

중하 1,997 15.6 (12.1,19) 18.2 (15.7,20.6) 0.23

중상 1,995 12.8 (9.5,16.1) 18.6 (16.2,20.9) 0.005

상 2,128 18.5 (14.5,22.5) 21.9 (19.3,24.4) 0.15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998 10.4 (8.4,12.4) 13.3 (11.6,15.1) 0.017

고등학교 2,467 20.8 (17,24.6) 21.7 (19.5,23.9) 0.69

대학교이상 1,496 18.1 (13.3,22.8) 21.9 (19.1,24.7) 0.15

흡연 비흡연자 4,976 9.2 (7.4,11) 15.0 (13.5,16.4) <0.001

과거흡연자 1,448 26.5 (21.8,31.3) 28.7 (25.2,32.2) 0.47

현재흡연자 1,537 16.5 (12.6,20.4) 19.0 (16.1,22) 0.29

음주 비음주군 3,253 8.9 (6.8,11.1) 13.7 (11.9,15.4) <0.001

적정음주군 3,746 18.3 (15.6,21) 21.4 (19.5,23.3) 0.047

고위험음주군 962 19.4 (14.4,24.4) 19.3 (15.8,22.8) 0.97

비만 저체중 174 - - 18.2 (10.6,25.9) <0.001

정상 2,913 13.3 (8.9,17.7) 15.6 (13.9,17.3) 0.33

과체중 2,069 13.1 (9.5,16.7) 20.4 (17.9,22.8) <0.001

비만 2,805 15.9 (13.6,18.2) 21.5 (18.8,24.2) 0.001

고중성지방혈증 무 6,498 13.6 (11.5,15.8) 18.3 (16.9,19.6) <0.001

유 1,463 16.4 (13.6,19.3) 19.5 (14.9,24.1) 0.25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무

6,688 13.0 (11,15) 18.1 (16.7,19.4) <0.001

유 1,273 18.4 (15.1,21.8) 22.1 (17.3,26.8) 0.21

신체활동 분류 활동부족 2,759 6.3 (4.3,8.4) 8.1 (6.6,9.7) 0.14

최소한의 활동 2,524 14.6 (11.7,17.6) 17.3 (15.2,19.5) 0.12

건강증진형 활동 2,678 24.9 (21.0,28.8) 29.1 (26.4,31.9) 0.08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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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남녀 전체에서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나타낸[그림 3-1] 에서 활동부족(Inactive)군의 경우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

상 실천한 경우 유병률이 26.2%, 미실천군 31.8%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도 주 3회 이

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경우 25.8%, 미실천군 29.8%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실천한 경우 24.7%, 미실천군 28.9%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3-1]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전체).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e MetS no RE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MetS : Metabolic syndrome, RE : Resistanc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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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나타

낸[그림 3-2] 에서 활동부족(Inactive)군의 경우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한 경우 유병률이 29%, 미실천군 34.1%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도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경우 28.2%, 미실천군 32.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실천한 경우 27.6%, 미실천군 28.2%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3-2]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와 대사증후군 유병률(남성).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e MetS no RE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MetS : Metabolic syndrome, RE : Resistanc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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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의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나타

낸[그림 3-3] 에서 활동부족(Inactive)군의 경우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한 경우 유병률이 19.8%, 미실천군 29.8%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도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경우 21.9%, 미실천군 28.2%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는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실천한 경우 17.9%, 미실천군 29.6%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3-3]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 여부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여성).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e MetS no RE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MetS : Metabolic syndrome, RE : Resistanc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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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

련성

대상자의 신체활동 및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오즈비를

알아보기 위해한 연구에서 Model 1은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 섭취, 교육수

준, 소득사분위수를 보정하였고, Model 2에는 MET을 추가 보정하였고,

Model 3은 BMI를 추가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남녀 대상자 전체의 결과를 보면, 신체활동 참여수준별로 저항성 운동의 대

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활동부족(Inactive)군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저항

성 운동을 주 3∼4회 실천 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61(95% CI 0.39-0.95)로 낮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 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

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50(95% CI

0.32-0.27)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증진형 활동

(HEPA active)군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경

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62(95% CI 0.42-0.90)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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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전체)

저항성 운동 p for

Trend변 수 0일/1주 1-2일/1주 3∼4일/1주 5일 이상/1주

활동부족

군 2,296 275 116 72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88 (0.64-1.22) 0.61 (0.39-0.95) 0.80 (0.44-1.43) 0.07

Model 1 1 [Reference] 0.92 (0.66-1.28) 0.64 (0.41-1.01) 0.78 (0.43-1.39) 0.09

Model 2 1 [Reference] 0.93 (0.67-1.29) 0.64 (0.41-1.01) 0.78 (0.43-1.39) 0.09

Model 3 1 [Reference] 0.90 (0.62-1.31) 0.64 (0.38-1.06) 0.90 (0.48-1.66) 0.18

최소한의 활동

군 1,824 287 210 203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78 (0.55-1.09) 0.86 (0.61-1.22) 0.60 (0.41-0.87) 0.01

Model 1 1 [Reference] 0.81 (0.58-1.15) 0.94 (0.67-1.33) 0.69 (0.47-0.99) 0.08

Model 2 1 [Reference] 0.81 (0.58-1.15) 0.94 (0.67-1.32) 0.69 (0.47-0.99) 0.07

Model 3 1 [Reference] 0.85 (0.59-1.23) 0.88 (0.61-1.28) 0.50 (0.32-0.79) 0.007

건강증진형 활동

군 1,715 302 358 303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84 (0.59-1.20) 0.79 (0.58-1.09) 0.81 (0.58-1.14) 0.11

Model 1 1 [Reference] 0.88 (0.61-1.27) 0.81 (0.58-1.12) 0.80 (0.57-1.13) 0.12

Model 2 1 [Reference] 0.86 (0.59-1.26) 0.93 (0.63-1.37) 0.78 (0.57-1.08) 0.11

Model 3 1 [Reference] 0.85 (0.57-1.27) 0.75 (0.51-1.11) 0.62 (0.42-0.90) 0.01

활동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Model 1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를 보정함

Model 2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을 보정함

Model 3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 BMI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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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신체활동 참여 수준별로 저항성 운동의 대사증후군

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군에서 저항성 운동

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62(95% CI 0.35-1.09)로 낮게 나타났으

며,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

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71(95% CI 0.44-1.15)로 낮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2).

표 3-3의 여성 분석결과를 보면, 신체활동 참여수준별로 저항성 운동의 대사

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 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3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39(95% CI 0.18-0.85)로 낮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는 저

항성 운동을 주 3∼4회 실천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Model 1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53(95% CI 0.32-0.86), Model 2에

서 0.53(95% CI 0.32-0.84), Model 3에서 0.55(95% CI 0.33-0.91)로 낮게 나타

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

에서 저항성 운동을 미실천 하는 군에 비해 주 1-2회 할 때(주 1-2일 Model

3, OR 0.54 95% CI 0.26-0.1.10)와 3-4회 할 때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았으나(주 3-4일 Model 3, OR 0.55 95% CI 0.33-0.91), 주당 저항

성 운동 실천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예방적 경향은 유의하게 약해졌다

(p for trend 0.0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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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남성)

저항성 운동 p for

Trend변 수 0일/1주 1-2일/1주 3∼4일/1주 5일 이상/1주

활동부족

군 824 160 70 45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95 (0.62-1.02) 0.60 (0.62-1.45) 1.22 (0.62-2.42) 0.50

Model 1 1 [Reference] 0.96 (0.62-1.48) 0.66 (0.38-1.14) 1.07 (0.55-2.11) 0.47

Model 2 1 [Reference] 0.97 (0.63-1.50) 0.65 (0.37-1.14) 1.06 (0.54-2.11) 0.47

Model 3 1 [Reference] 0.92 (0.56-1.52) 0.64 (0.35-1.16) 1.26 (0.55-2.88) 0.63

최소한의 활동

군 575 153 124 123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69 (0.45-1.08) 0.80 (0.50-1.28) 0.67 (0.41-1.10) 0.08

Model 1 1 [Reference] 0.72 (0.46-1.14) 0.87 (0.54-1.39) 0.76 (0.46-1.24) 0.23

Model 2 1 [Reference] 0.72 (0.46-1.13) 0.87 (0.55-1.40) 0.76 (0.46-1.24) 0.23

Model 3 1 [Reference] 0.77 (0.48-1.24) 0.82 (0.49-1.38) 0.62 (0.35–1.09) 0.10

건강증진형 활동

군 690 190 220 220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1.09 (0.71-1.67) 1.02 (0.71-1.67) 0.98 (0.64-1.50) 0.96

Model 1 1 [Reference] 1.19 (0.76-1.86) 1.05 (0.69-1.61) 0.97 (0.62-1.49) 0.95

Model 2 1 [Reference] 1.19 (0.76-1.86) 1.02 (0.67-1.57) 0.96 (0.63-1.49) 0.91

Model 3 1 [Reference] 1.10 (0.69-1.76) 0.91 (0.54-1.54) 0.71 (0.44-1.15) 0.21

활동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Model 1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를 보정함

Model 2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을 보정함

Model 3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 BMI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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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여성)

저항성 운동 p for

Trend변 수 0일/1주 1-2일/1주 3∼4일/1주 5일 이상/1주

활동부족

군 1,472 115 46 27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68 (0.42-1.10) 0.69 (0.33-1.41) 0.43 (0.11-1.77) 0.06

Model 1 1 [Reference] 0.68 (0.42-1.10) 0.71 (0.34-1.49) 0.46 (0.11-1.88) 0.07

Model 2 1 [Reference] 0.68 (0.42-1.10) 0.71 (0.34-1.49) 0.46 (0.11-1.88) 0.08

Model 3 1 [Reference] 0.72 (0.42-1.22) 0.73 (0.30-1.75) 0.51 (0.14-1.89) 0.13

최소한의 활동

군 1,249 134 86 80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84 (0.49-1.43) 0.96 (0.55-1.67) 0.56 (0.31-1.01) 0.10

Model 1 1 [Reference] 0.89 (0.51-1.55) 0.97 (0.55-1.69) 0.62 (0.34-1.13) 0.19

Model 2 1 [Reference] 0.90 (0.52-1.57) 0.95 (0.55-1.66) 0.61 (0.33-1.11) 0.18

Model 3 1 [Reference] 0.93 (0.51-1.70) 0.99 (0.57-1.76) 0.39 (0.18-0.85) 0.052

건강증진형 활동

군 1,025 112 138 83

연령, 성 보정 1 [Reference] 0.51 (0.28-0.92) 0.53 (0.32-0.87) 0.62 (0.35-1.10) 0.004

Model 1 1 [Reference] 0.52 (0.28-0.97) 0.53 (0.32-0.86) 0.66 (0.37-1.17) 0.007

Model 2 1 [Reference] 0.52 (0.28-0.98) 0.53 (0.32-0.84) 0.66 (0.37-1.16) 0.007

Model 3 1 [Reference] 0.54 (0.26-1.10) 0.55 (0.33-0.91) 0.57 (0.31-1.05) 0.004

활동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Model 1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를 보정함

Model 2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을 보정함

Model 3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 BMI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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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2007-2009년)와 제 5기 1차년도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40세-75세(남성 3,394명, 여성 4,567명)를

대상으로 성인의 신체활동 수준별로 저항성 운동간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활동부족(Inactive) 2,750명(34.7%), 최소한의 활동

(Minimally active) 2,524명(31%),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2,678명

(34.3%)으로 신체활동 수준별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에 근거

한 신체활동 내용을 보면 유산소성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직

업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운동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Laaksonen et al., 2002). 연구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면 대사증

후군에 속하지 않는 군이 70.4.%, 속하는 군이 29.4%로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군에서 대사증

후군 유병률을 파악한 결과 여성이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천 하는 경

우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 17.9%로 실천하지 않은 군 29.6%보

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단면 연구인 성인 7,432명을 대상으로 최근 30일간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군(20.3%)에서 실천하지 않은 군(36.2%)보다 대사증후군 유병

률이 낮게나온 연구결과와 여성의 경우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urilla

et al., 2012). 그러나 남성의 경우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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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경우 28.2%, 실천하지 않은 군 32.5%보다 낮

게 나왔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활동 수준별 저항성

운동 참여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경우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

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를 보정 후 Model 3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3∼4

회 실천 한 군이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군에 속

할 오즈비가 0.50(95% CI 0.32-0.79)로 낮게 나왔으며, 건강증진형 활동

(HEPA active)군에서도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

수, MET, BMI를 보정 후 Model 3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군이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군에 속할 오즈비가

0.62(95% CI 0.42-0.90)로 낮게 나왔고,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

과는 저항성 운동 덕분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높여준 것

으로 기존의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였다(Atlantis et al., 2009). 그러나 남성의

경우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

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 BMI를 보정 후 Model 3에서 저항성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한 군이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77(95% CI 0.49-1.22)로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저항성 운동을 많이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

존 논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Miyatake et al., 2007).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군에서 연령, 흡연, 음주, 총열량섭취,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MET을

보정 후 Model 3에서 주 3∼4회 저항성 운동을 실천한 군이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39(95% CI

0.18-0.85)로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주 3∼4회 실천한 경우 저항성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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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odel 1에서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0.53(95% CI 0.32-0.86), Model

2에서 0.53(95% CI 0.32-0.84), Model 3에서 0.55(95% CI 0.33-0.9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이 결과로 여성에게서 저항성 운동이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감소하게 하는 가능성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Wijndaele et al., 2007).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강대관(2004)

논문에서 저항성 운동으로 인해 근육량이 증가하여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신체조성에 도움이 되며, 윤종완, 최용익(2006) 논문에서 기초대사량의

증가는 에너지소모량을 증가하게 하여 체중, 체지방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

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군에

서 저항성 운동을 미실천 하는 군에 비해 주 1-2회 할 때(주 1-2일 Model 3,

OR 0.54 95% CI 0.26-0.1.10)와 3-4회 할 때 대사증후군에 속할 오즈비가 유

의하게 낮았으나(주 3-4일 Model 3, OR 0.55 95% CI 0.33-0.91), 주당 저항성

운동 실천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예방적 경향은 유의하게 약해졌다(p

for trend 0.004-0.007).

선행연구에서는 복합 운동(유산소 운동＋저항성 운동)의 우수함을 보고하기

는 하였으나(Wijndaele et al., 2007; Maiorana et al., 2001; Sigal et al., 2007)

신체활동 수준을 활동부족(Inactive),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e), 건강증

진형 활동(HEPA active)으로 분류하여 세 군에서 각각 저항성 운동과 대사증

후군의 관련성을 본 것은 이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건강증진형

활동(HEPA active) 군으로 분류된 군이 저항성 운동 여부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관련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운동 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결과로 판단되며, 운동처방시 저항성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저항성 운동을 포함하지 않는 신체활동보다 저항성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

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저항성 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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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연구라는 점에서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동의 대사증후군 관련성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관련성을 토대로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동의 대사증후군 관련성을 분석

하고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에서 신체활동과 저항성 운동을 할수록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둘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명시된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

단축형을 적용한 것인데 지난 1주일 간의 활동 내용을 설문에 의지해야하는

점과 국제신체활동 설문 장문형과 비교했을 때 질문 수가 적어 신체활동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를 채택

하는 나라들이 많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셋째, 저항성 운동도 신체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의 경우 대부분 유산소 운동과 일상생활,

직업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저항성

운동과는 구분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신체활동 설문지(IPAQ)

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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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exercise based on Physical activity

degre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level

and Metabolic syndrome

Sung 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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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Ph.D.)

Background and Purpose : Many mechanical researches talk about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or resistance exercise and metabolic

syndrome. However, there are little researches for studying relationship of

aerobic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so it is inevitable to look at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resistance exercise degree based on physical activity

and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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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In 40-75 years adults(male 3,394 people, female 4,567 people) of

object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Ⅳ

(2007-2009 year) date and Ⅴ(2010 year), cross-sectional study analyzing

on participation level of Resistance exercise by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relevance of Metabolic syndrome is progressed by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IPAQ).

Result : For the women, when resistance exercise conducts three times

per a week, HEPA active’s prevalence rate is 17.9% which is lower 29.6%

than the group has not conducted resistance exercise. Also, HEPA active

are conducted the resistance exercise five times per a week after

adjustment of age, smoking, drinking, total kcal per day, education, an

income level, MET, and BMI has corrected and their odds rate could

belong to metabolic syndrome was 0.62(OR 95% CI 0.42-0.90) than the

group has not the exercise.

Conclusoin : Prospective study need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exercise and metabolic syndrome, in order to make it more

visible that physical activity having resistance exercise is more beneficial

to low the danger of metabolic syndrome.

Key words : Metabolic Syndrome, Physical Activity, Resistance exercise,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