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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사적으로 비만한 건강인과 비건강강인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행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15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인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HO)와 대사적으로 비건강한 비만인(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UO)의 분류는 
NCEP-ATP Ⅲ(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Ⅲ)의 기준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대상자의 경우 MHO와 MUO 간의 신체활동 수준 및 규칙적인 운동 참여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여자대상
자의 경우 MHO와 MUO 간에 총 신체활동량과 근력운동 참여에서 MHO 집단이 더 많은 신체활동량과 근력운동 참
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우, 신체활동과 운동참여 수준은 동일한 수준의 비만인에서 건강상
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신체활동, 건강, 운동참여, 좌업생활,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인, 대사적으로 비건강한 비만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life i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MHO) and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MUO). A total of 1585 middle-aged 
obesity men and wom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divided to MHO(n=840) and 
MUO(n=745) by metabolic syndrome markers(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Ⅲ). We analyzed measurement data using t-test. As results,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participant between 
group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men subjects. But, in women subjects, total physical activity volume and 
muscle strength exercise participant between group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participant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health status in the same level of 
obesity women.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Health, Exercise participant, Sedentary life,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M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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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만은 고 압을 비롯한 당뇨병, 뇌졸 , 심 계 질

환 등의 주요 험인자이며, 이로 인한 합병증을 야기하

는 험인자이기도 하다[1,2,3,4,5]. 그러나 반 로 모든 

비만인에서 생활습 병  그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비록 비만하더라도 비만 외에 사 으로 

건강한 사람 한 존재한다. 이와 같이 비만하지만 사

으로 건강한 사람을 일컬어, 사 으로 건강한 비만

인(metabolically health but obese; MHO)이라고 한다[6, 7].

MHO에서 ‘healthy'의 개념은 고정 이라기 보다 비

만인이 사  험 는 반 로 건강해지는 과정으로 

이행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건강인과 질

환자 사이의 사증후군에 이환되어 있는지 아닌지와 같

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MHO는 체   체지방율에 의해 비만으로 분류되지

만, 사증후군 지표인 압,  성지방, 당 등에서

는 정상범  수 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좀 더 구체 으

로 말하면 인슐린 항성이 정상 인 사람을 말한다. 미

국의 경우 성인 비만인  약 32%가 MHO에 해당되며, 

한국의 경우는 47%에 해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7, 8]. 

이와 같은 MHO는 비록 비만하지만 심 질환을 비롯

한 당뇨병과 같은 사  질환에 있어 정상 체 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보 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9]. 

한편, 좌업생활 시간의 감소를 통한 신체활동량의 증

진은 비만을 비롯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의 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다시 말해, 신체활동을 

포함한 생활습 은 MHO와 MUO(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만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활동 수

이 높을수록 MHO의 비율이 높았으며[6], 미국의 국민

건강 양조사 결과 역시도 MHO가 MUO에 비해 신체활

동 수 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11]. 그러나 비만청소년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MHO와 MUO 간에 

신체활동 수 의 의미있는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고 보

고 되었다[12]. 따라서 아직까지 비만인에 있어, 신체활동 

수 이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지에 해서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비만은 건강상 다양한 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미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MHO로 분류된 

비만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체 의 건강인과 비교하여 여

러 사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확

한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비만으로 인한 사  질환의 

방과 치료의 근본 인 방법은 비만치료에 있음은 무

도 자명한 사실이다[13].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MHO와 MUO에 한 연구 

역시도 결국은 비만치료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비만과 비만으로 인한 사

 질환에 한 연구의 패턴을 역으로 근하고 검증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단순히 운동을 포함

한 신체활동  좌업생활과 비만  사 으로 건강하

지 않은 상태와의 련성 보다는 비만하지만 건강한 사

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활동과 좌업생활 등의 

생활습 을 역으로 찰하는 것이 비만과 비만으로 인한 

사  질환을 설명하기 해 필요하다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사 으로 비만한 건강인

과 비건강인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행태를 비교분석

하여, 비만인의 건강을 한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역

할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2014 국민건강 양조사 참

여자  만 20세 이상 비만인을 상으로 하 으며, 압 

 체질량지수, 고 도 콜 스테롤, 당, 허리 둘  측정

자료가 있는 상자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 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총 1585명이었으며, 이  MHO는 840명, 

MUO는 745명이었다. 성별은 MHO의 경우 남성이 408

명, 여성이 432명, MUO는 남성이 394명, 여성이 351명이

었다. 

MHO와 MUO의 분류는 NCEP-ATP Ⅲ(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Ⅲ)의 기 을 근거로 하여 수축기 압 ≥ 130mmHg  

이완기 압 ≥ 85mmHg 이거나 약물치료 인 자, 허리

둘 (남자 ≥ 90cm, 여자 ≥ 85cm), 당 ≥ 100mg/dL 

이거나 약물치료 인 자, 고 도 콜 스테롤(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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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HO MUO

Male Female Male Female

Age(yr.) 46.26±15.73 52.40±16.12 51.50±13.83 59.57±13.31

Height(cm) 170.57±6.77 155.32±6.62 170.42±6.78 154.64±5.98

Weight(kg) 78.82±8.75 65.74±8.05 81.39±9.97 67.29±8.32

BMI(kg/m
2
) 27.04±2.02 27.19±2.26 27.97±2.44 28.09±2.60

WC(cm) 90.48±6.39 85.79±7.10 95.08±6.43 90.80±6.56

SBP(mmHg) 117.81±11.08 115.97±13.75 128.76±14.51 130.07±17.72

DBP(mmHg) 77.02±8.36 72.90±7.85 83.82±10.99 78.99±10.61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40mg/dL, 여자 < 50mg/dL) 이거나 약물치료 인 자, 

성지방 ≥ 150mg/dL 이거나 약물치료 인 자로 이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 으로 건강하지 않

은 상태(MUO)로, 2가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

으로 건강한 상태(MHO)로 정의하 다.

참여 상자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2.2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 자료는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 으며, 조사자료  설문조사  검진조사 부분  

본 연구의 목 과 취지에 맞는 자료를 선정하 다. 

2.2.1 신체계측

신장은 모자, 머리핀 등 신장측정에 장해가 되는 요인

을 제거한 후 신장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체 은 모든 

소지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체 계를 이용하여 측정

되었다. 허리둘 는 두 발을 모으고 양팔을 편하게 내린 

상태에서 늑골하단과 장골능 간지 을 측정하 다. 그

리고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 을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

2.2.2 임상적 특징

수축기  이완기 압은 총 3회 측정자료  2차와 3

차 측정값의 평균값을 자료로 이용되었다. 당   

지질 측정을 한 채 은 8시간 이상 식을 한 후 실시

하 으며, 채 된 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당, 고 도 

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 자료를 사증후군 이환여

부 정을 해 이용하 다. 

2.2.3 신체활동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측정된 신체활동 변인 , 

일 련 신체활동, 장소이동을 한 신체활동, 여가 련신

체활동, 걷기,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에 해당하는 신체활

동 수 을 이용하 다.

일 련 신체활동에는 직업과 련하여 재 실시하

고 있는 일을 조사하 고, 고강도(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신체활동)와 강

도(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신체활동)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장소이동을 한 신체활동은 일 련 신체활동을 제외

한 장소 이동에 최소 10분 이상 지속해서 걷거나 자 거

를 이용하는 주당 일수와 하루 평균 시간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가 련 신체활동은 스포츠, 운동  여가활

동과 련된 신체활동을 고강도와 강도로 구분하여 조

사되었고, 이 역시 주당 일수와 일일 평균 시간이 조사되

었다. 

걷기의 경우는 최근 1주일간 한번에 10분이상 걸은 날

을 주당 일수와 하루 평균 시간으로 조사되었고, 근력운

동과 유연성 운동은 최근 1주일간 근력운동을 한 날을 일

수로 조사되었다.

한편 총 신체활동량은 이상의 모든 신체활동을 모두 

합하여 구하 고, 좌식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

고 하루  앉아 있거나 워 있는 시간이 조사되었다.

2.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3.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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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in total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ork-related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31.90±224.80 582.86±1015.32 .080

Moderate 560.63±908.48 454.09±655.21 .351

Recreational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11.61±243.69 191.27±167.11 .528

Moderate 210.07±153.30 190.00±158.37 .212

Transportation physical activity(min/week) 249.59±329.04 237.35±293.56 .581

Sedentary time(min/week) 447.24±224.57 453.79±224.67 .585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Table 3>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in men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ork-related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26.00±185.20 734.89±1241.25 .076

Moderate 398.28±513.94 544.71±699.09 .212

Recreational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13.81±255.26 198.36±171.30 .677

Moderate 202.39±136.28 197.31±176.45 .802

Transportation physical activity(min/week) 280.39±422.65 263.21±311.40 .655

Sedentary time(min/week) 465.71±228.92 471.32±234.36 .747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Table 4>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in women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ork-related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45.00±308.42 302.00±339.88 .754

Moderate 712.50±1146.63 329.19±575.36 .061

Recreational physical 

activity(min/week)

High 205.65±212.95 150.00±140.00 .426

Moderate 220.23±173.48 174.20±109.57 .089

Transportation physical activity(min/week) 224.41±223.21 212.17±273.56 .612

Sedentary time(min/week) 430.10±219.35 434.18±211.96 .804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나타내었다. 집단 간 측정변인들의 차이는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통계  검증을 유의수 (α)은 .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일상생활 신체활동 수준의 비교

3.1.1 전체대상자 비교

<Table 2>는 체 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비

교한 것이다. 일 련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에

서 MUO집단이 평균 으로 높은 경향(p=.080)을 보 을 

뿐, 여가  이동 련 신체활동과 좌업생활 시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남자 상자 비교

<Table 3>은 체 상자  남자 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비교한 것이다. 체 상자의 비교에서와 유

사하게 일 련 고강도 신체활동 수 에서 MUO 집단이 

평균 으로 높은 경향(p=.076)을 보 을 뿐, 다른 변인에

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 여자대상자 비교

<Table 4>는 체 상자  여자 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비교한 것이다. 여자 상자의 경우는 일 련 

강도 신체활동(p=.061)과 여가 련 강도 신체활동

(p=.089)에서 평균 으로 MHO 집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이 외의 변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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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walking, strength, flexibility exercise and total PA in men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alking(min/week) 71.89±78.46 75.82±85.96 .566

Strength exercise(day/week) 2.13±1.78 2.15±1.89 .879

Flexibility exercise(day/week) 2.92±2.11 2.86±2.10 .720

Total physical activity(min/week) 659.13±834.27 626.18±791.74 .590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Table 5> Comparison of walking, strength, flexibility exercise and total PA in total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alking(min/week) 71.02±75.26 73.29±82.74 .627

Strength exercise(day/week) 1.78±1.58 1.72±1.57 .508

Flexibility exercise(day/week) 2.91±2.08 2.76±2.07 .180

Total physical activity(min/week) 632.62±800.25 556.50±729.04 .062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Table 7> Comparison of walking, strength, flexibility exercise and total PA in women subjects

Variable
Group

p value
MHO MUO

walking(min/week) 70.22±72.30 70.45±79.04 .972

Strength exercise(day/week) .45±1.29 .25±.93 .020

Flexibility exercise(day/week) 2.91±2.07 2.66±2.03 .107

Total physical activity(min/week) 608.07±767.68 480.50±646.55 .018*

*: p<.05; 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UO: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3.2 걷기, 근력, 유연성 운동참여 및 총신체활동 

수준의 비교

3.2.1 전체대상자 비교

<Table 5>는 체 상자의 걷기, 근력, 유연성 운동

참여  총신체활동 수 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총

신체활동 수 에서 평균 으로 MHO가 높은 경향

(p=.062)을 보 을 뿐,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3.2.2 남자대상자 비교

<Table 6>는 체 상자  남자 상자의 걷기, 근력, 

유연성 운동참여  총신체활동 수 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2.3 여자대상자 비교

<Table 7>은 체 상자  여자 상자의 걷기, 근력, 

유연성 운동참여  총신체활동 수 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근력 운동 일수(p=.020)와 주당 신체활동 수

(p=.018)에서 MHO 집단이 MUO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인에서는 집단 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사 으로 비만한 건강인과 비건강인의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행태를 비교분석하여, 비만인의 

건강을 한 신체활동과 좌식생활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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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비만에 있어 생활습 은 방  차원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생활습  

형태  하나인 좌업생활은 1.5METs 수  이하의 에

지가 소비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 수  이하의 좌업생

활 수 의 시간이 증가될수록 심 계 질환  당뇨병

을 비롯한 사망률 증가와 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3]. 재까지 MHO와 좌업생활 시간과의 계가 명확

하게 밝 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좌업생활의 증가 

는 운동을 포함한 일상 인 신체활동이 격히 감소할 

경우 MHO가 MUO로 환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15], 충분히 좌업생활과의 연 성

도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결과는 좌업생활  신체활동 수

에 따른 MHO와 MUO의 일 된 양상을 찰하지 못

하 다. 다시 말해, 체 상자와 남자 상자의 경우 좌

업생활, 일 련 신체활동, 운동 련 신체활동 모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 상자에서 운동

련 신체활동  근력 운동 참여와 총 신체활동수 에

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 하 듯이, MHO와 MUO 간에 신체활동 수

과 련된 명확한 과학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운동

을 포함한 신체활동 수 의 증가가 MHO와 MUO 간의 

인슐린 항성에 향을 미치지만, 신체활동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고[16], Hankinson 등(2012)의 연구에서도 신

체활동을 비롯한 양섭취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17]. 한 Phillips 등(2013)의 연구에서도 MHO와 

MUO 간에 총 신체활동량을 비롯한 신체활동 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14].

이와 같이 신체활동 수   강도가 사 인 건강수

에 연 성을 가진다는 지 까지의 연구결과[18, 19]와 

비교해봤을 때, MHO와 MUO에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결과 역시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성 상자에서 찰되었듯이, 근력운동 참여

와 총신체활동 수 에서의 MHO와 MUO 간의 유의한 

차이는 신체활동과 운동참여가 사 으로 건강한 비만

인의 특성을 일정 부분 설명해주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 외 으로 연구사례가 충분하지 않

은 사 으로 건강한 비만인에 한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에서 일 된 경향을 보이지 못한 데에는 다양한 요

인이 작용하 겠지만, 그 에서도 자가 보고 설문지에 

의한 분석이라는 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일반 으로 규모 역학연구로 진행되는 연구라

는 에서 직 인 측정방법보다 간 측정법인 설문지

를 활용하게 되고, 이는 설문지 작성 시 회상의 오류, 개

인의 편견 등이 개입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과 

신체활동 수 에 따른 연 성을 상쇄했을 것[20, 21, 22]]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규모 집단을 활용한 연구라도 

신체활동  체력수 을 직 측정법에 의해 실시하여 얻

어진 자료를 통해 MHO와 MUO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앞서 언 하 듯이 좌업생활의 감소와 신체활동

의 증진은 비만여부에 상 없이 개인의 사  건강상태

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서 성인 남성과 여성에서 MHO와 

MUO에 한 신체활동  규칙 인 운동참여 수 에 따

른 명확한 차이를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여성 상자에

서 찰된 총 신체활동량과 근력 운동 참여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추후의 후속 연구에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비만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활동과 운동 참여 수 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던 국내 최 의 시도 다는 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 으로 건강한 비만인과 건강하지 않

은 비만인 간의 신체활동  운동 참여 수 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남자 상자의 경우, 사 으로 건강한 비만인

(MHO)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MUO) 간의 신체활동 

수   규칙 인 운동 참여 수 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여자 상자의 경우, 사 으로 건강한 비만인

(MHO)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MUO) 간에 총 신체활

동량과 근력운동 참여에서 사 으로 건강한 비만인이 

더 많은 신체활동량과 근력운동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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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사 으로 건강한 비

만인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 간에 일 된 경향을 검증

하지는 못했지만, 여성 상자에서 총 신체활동량과 근력

운동 참여 수 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과 지 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 신체활동과 운동참여 수

은 동일한 수 의 비만인에서 건강상태에 향을 주는 

하나의 요한 요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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