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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봉쇄 기간 동안의
체질량지수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화
권지영, 송상욱*, 김하나, 강성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가정의학교실

Changes in Body Mass Index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during COVID-19 Lockdown
Period
Ji Young Kwon, Sang-Wook Song*, Ha-Na Kim, Sung Gu Ka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t. Vincent’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On March 11,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a global pandemic. Since
then, South Korea has responded to the crisis by enforcing a lockdown with the slogan of ‘Social distancing’. Various surveys have examined postCOVID-19 lockdown weight change, with a number of participants showing weight gain.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evaluate changes in
body mass index (BMI)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anuary 1, 2019 to November 30, 2020 among individuals who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at a
university hospital every year. The participants included 1,867 male and female aged 20 years or older.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investigate changes in BMI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BMI or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after the outbreak of coronavirus infection, systolic blood pressure (P=0.048), diastolic blood pressure (P=0.005),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0.001) among the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increased, and fasting blood sugar decreased (P<0.001).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Keywords: COVID-19; Obesity; Metabolic Syndrome; Body Mass Index

어 4월 9일에는 사상 첫 온라인개학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8월

서론

의 2차 유행,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
virus disease, COVID-19) 가 처음 확인된 후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
1)

산되어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를 표방한 봉쇄령을 강화하며 COVID-19에 대한 위기 대응 단계를
조정해왔다.

COVID-19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커뮤니티 헬스 센

2)

WHO)는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터, 수영장 등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며 집에 오랜 시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COVID-19의 국내 첫번째 확진자를 확

간 머물게 되었다.3) 좌식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루 평균 걸

인하였고, 1월 18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시작되

음수는 감소하였으며,4,5) TV 시청, 온라인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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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 스크린타임은 증가하였다.6)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장 건강관리

방법

맞춤형 서비스 빅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인은 COVID-19 봉쇄 기간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하루 7분 덜 움직이고 326보 덜 걸었다고 한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7)

이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한 대학병원

스트레스와 불안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은 저하되었다. 스트레스는

건강검진센터를 매년 방문했던 수진자 중에서 2020년 검진 시기가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정적 섭식(emotional eating)’이

WHO에서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한 3월 11일의 다음

많아졌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사 행태에도 변화가

달인 4월 이후인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계측치나 혈액 검

이와 같은 신체 활동량 감소는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6)

8-10)

주문 및 패스트푸드 소비가 증가하였고, 집에 있는 동안

사 결과가 누락되었거나, 암 진단의 기왕력, 심뇌혈관질환, 갑상선

간식 및 고칼로리 식품 섭취가 많아졌으며, 홀로 식사하는 시간이

질환력이 있는 수진자 및 조사 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했거나 다이

2020년 4월 닐슨코리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임팩트

어트약 복용중인 수진자들을 제외한 20세 이상 남녀 1867명을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 발생 이후 배달 취식 비중은 전년 대비

으로 하여, 가톨릭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

33%에서 5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를 시행하였다(IRB approval number: VC20RISI0259).

생겼다.

3,11)

늘어났다.

이러한 영양 섭취의 변화 및 신체 활동량 감소, ‘코로나 블루’로
불리기도 하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증가는 체중 증가를 가속화했

2. 연구 방법

다.12-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0년 8월 11월부터 24일까지 시행

1) 신체 계측 및 혈액검사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COVID-19 봉쇄 이후 체중이 증가했다고

신장과 체중은 야간 공복 후 가벼운 가운을 입은 상태로 자동신

응답한 비율은 12.5%였고, 2020년 9월 알바천국에서 시행한 ‘코로나

체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BMI는 [체중(kg)/신장(m)2]의 식

19 이후 건강 관리’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는 824명의 설문 참여자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골 최하단 부

중 52.1%가 체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증가한 몸무게는 평균

위와 장골능 최상단 부위의 중간 지점에서 줄자로 측정하였다. 혈

4.9 kg으로 보고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아무튼, 주말’ SM

압은 5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자동혈압측정계로 측정하였

C&C 플랫폼 ‘틸리언 프로(Tillion Pro)’에서 시행한 20–60대 남녀

다. 혈액검사는 8시간 금식 후 정맥혈에서 채취하여 측정하였고,

5,0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44%인 2,208명

Hitachi 747 auto-analyzer (Hitachi, Tokyo, Japan) 기구를 이용하여 공

이 ‘올해 들어 체중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체중 증가 정도는 3 kg

복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이상인 경우가 30%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요소임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
서 밝혀졌으며,16,17) 제2형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뇌혈
18)

2) 질병력과 생활습관 조사

조사 대상자들이 작성한 자기기입식 문진표를 사용하여 질병력,

관 질환 등의 동반이환율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만인 사람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습관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고혈압, 이상지질

은 COVID-19 감염 위험성이 더 높고, 감염 후에는 중증도 및 사망

혈증 및 당뇨의 질병력은 진단되었거나 현재 약물 복용중인 상태로

16,19,20)

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체중 증가에 대

하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확인하였다. 흡연 습관은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의 두 가지로 분류
하였고, 음주 습관은 주 1회 이상 한 잔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

이와 같이 COVID-19 봉쇄정책 이후의 체중 증가에 대한 주관적

람들을 음주군, 그 외는 비음주군으로 구분하였다. 신체 활동 습관

설문조사 결과는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체질량지수

은 주 3회 이상의 빈도로 총 60분 이상 운동하는 중등도 운동군 및

(body mass index, BMI)라는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한 체중 증가 정

그보다 적게 운동하는 경도 운동군 및 비운동군으로 구분하였다.

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건강검진센터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COVID-19 대유행 이후 체중 증
가 여부를 BMI라는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고 더 나아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3)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Adult

Treatment Panel 3 개정판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특징들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였다.
(1) 허리 둘레: 남성 ≥90 cm, 여성 ≥8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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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혈압 ≥130/85 mmHg 또는 약물치료 중
(3) 공복혈당장애: 공복 혈당 ≥100 mg/dL 또는 약물치료 중

Table 1.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lockdown
(n=1,867)
Variables

Before (2019)

After (2020)

P-value

49.5±14.8

50.5±14.8

-

Sex, male

1,014 (54.3)

1,014 (54.3)

-

lipoprotein cholesterol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또는

Alcohol, current

1,062 (56.9)

1,038 (55.6)

0.459

Smoking, current

295 (15.8)

286 (15.3)

0.759

약물치료 중

Exercise, ≥3 times/week

667 (35.7)

635 (34.0)

0.672

Diabetes mellitus

134 (7.2)

148 (7.9)

0.417

Hypertension

379 (20.3)

403 (21.6)

0.311

Dyslipidemia

248 (13.3)

295 (15.8)

0.039

Weighta (kg)

67.1±12.7

67.3±12.8

0.640

Body mass indexa (kg/m2)

24.2±3.5

24.3±3.5

0.477

(4) 고중성지방혈증: triglyceride ≥100 mg/dL 또는 약물치료 중

Age (y)

(5) 저 high-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혈증: high-density

Past history

3. 통계 분석

대상자의 COVID-19 대유행 전후 음주력, 흡연력, 운동, 과거력을
비교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혈중 중성지방 및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준을

WCa (cm)

84.0±9.8

83.7±10.4

0.261

비교하기 위해 Student t-test를 적용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값±표

Systolic blood pressurea (mmHg)

120.9±13.7

121.8±14.3

0.048

Diastolic blood pressurea (mmHg)

73.8±10.1

74.8±10.7

0.005

준편차 또는 명수(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비정규분포를 보이는 변

FBSa (mg/dL)

99.9±20.0

97.4±18.6

<0.001

TGa (mg/dL)

수는 로그치환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로 정하였다.

결과
1. COVID-19 대유행 전후 체질량지수 및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변화 비교

본 연구는 단일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시행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1,8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는 1,013명(54.3%), 여자

114.8±70.7

114.5±68.8

0.294

HDLa (mg/dL)

57.6±13.3

60.6±14.1

<0.001

Metabolic syndrome

0.722

575 (30.8)

564 (30.2)

Elevated blood pressure

752 (40.3)

827 (44.3)

0.014

Elevated FBS

724 (38.8)

599 (32.1)

<0.001

Elevated TG

717 (38.4)

741 (39.7)

0.421

Low HDL

401 (21.5)

375 (20.1)

0.295

Elevated WC

657 (35.2)

678 (36.3)

0.5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WC, waist circumferenc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not available.
a
Log substitution is performed with non-normal distribution.
P-values are from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는 854명(45.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19년 기준으로 49.5±14.8세
였다(Table 1). 체중은 2019년에는 67.1±12.7 kg이었다가 COVID-19 대

율은 38.8%에서 32.1%로 감소하였다(P<0.001).

유행 이후인 2020년에는 67.3±12.8 kg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미
한 결과는 아니었다. BMI 도 2019년에는 24.2±3.5 kg /m2이었다가

2. 성별에 따른 COVID-19 대유행 전후 체질량지수 및

2020년에는 24.3±3.5 kg/m 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변화 비교

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변화도 유

성별에 따라 층화분석하여 COVID-19 대유행 전후를 비교하였을

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중 수축기

때, 전체 대상자 1,867명 중 남자는 1,013명으로 2019년 기준 평균 나

혈압, 이완기 혈압 및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의미

이 51.7±16.6세였고, 여자는 854명, 2019년 기준 평균나이 46.4±11.7

있는 변화를 보였다. 수축기 혈압은 120.9±13.7 mmHg에서 121.8±

세였다(Table 2). 남녀 모두에서 체중, 체질량 지수의 변화는 유의미

14.3 mmHg로(P=0.048), 이완기 혈압은 73.8±10.1 mmHg에서 74.8±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이완

10.7 mmHg로 상승하였고(P=0.005),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기 혈압 및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고, 공복 혈당은 감

57.6±13.3 mg/dL에서 60.6±14.1 mg/dL로 증가되었다(P<0.001). 반면

소하였다. 이완기 혈압은 남성에서 2019년에 76.7±9.6 mmHg이었다

공복 혈당은 2019년에 99.9±20.0 mg/dL였으나 2020년에는 97.4±18.6

가 2020년 78.0±10.2 mmHg로 증가하였고(P=0.006), 고밀도 지단백

mg/dL로 감소하였다(P<0.001). 대사증후군 기준에 따라 각 대사증후

콜레스테롤은 남성에서는 52.4±11.4 mg/dL에서 55.4±12.4 mg/dL로

군 구성 요소의 백분율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130/85 mmHg 이상의

(P<0.001), 여성에서는 63.8±12.8 mg/dL에서 66.9±13.5 mg/dL로 증

높은 혈압이 측정된 사람은 2019년 40.3%에서 2020년 44.3%로 증가

가하였다(P<0.001). 공복 혈당은 남성에서 104.2±23.5 mg/dL였다가

하였고(P=0.014) 공복 혈당이 100 mg/dL 이상으로 측정된 사람의 비

101.2±21.1 mg /dL 로(P=0.001), 여성에서는 94.8±13.2 mg /dL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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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lockdown by sex
Variables

Male (n=1,013)
Before (2019)

After (2020)

Female (n=854)
P-value

Age (y)

51.7±16.6

52.7±16.6

-

Alcohol, current

782 (77.2)

756 (74.6)

0.231

Smoking, current

282 (27.8)

274 (27.0)

0.758

Exercise, ≥3 times/week

370 (36.5)

385 (38.0)

0.692

Diabetes mellitus

107 (10.6)

118 (11.6)

0.522

Hypertension

292 (28.8)

305 (30.1)

0.523

Dyslipidemia

163 (16.1)

197 (19.4)

Weighta (kg)

73.9±11.1

Body mass indexa (kg/m2)
WCa (cm)

Before (2019)
46.7±11.7
261 (30.6)

After (2020)
47.7±11.7

P-value
-

266 (31.1)

0.857

11 (1.3)

10 (1.2)

0.943

293 (34.3)

238 (27.9)

0.082

26 (3.1)

31 (3.6)

0.590

87 (10.2)

99 (11.6)

0.390

0.061

85 (10.0)

98 (11.5)

0.345

73.9±11.3

0.955

58.9±9.3

59.3±9.7

0.366

25.1±3.3

25.1±3.4

0.949

23.2±3.4

23.4±3.5

0.336

88.0±8.3

88.0±8.5

0.956

79.1±9.2

78.5±10.0

0.091

124.3±12.8

125.3±13.2

0.113

116.8±13.7

117.8±14.5

0.186

Past history

Systolic blood pressurea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a (mmHg)

76.7±9.6

78.0±10.2

0.006

70.3±9.5

71.1±10.2

0.164

FBSa (mg/dL)

104.2±23.5

101.2±21.1

0.001

94.8±13.2

92.9±14.0

<0.001

TGa (mg/dL)

133.6±76.0

133.1±74.7

0.603

92.2±55.9

92.2±53.0

0.248

HDLa (mg/dL)

52.4±11.4

55.4±12.4

<0.001

63.8±12.8

66.9±13.5

<0.001

Metabolic syndrome

408 (40.3)

396 (39.1)

0.617

167 (19.6)

168 (19.7)

>0.999

Elevated blood pressure

538 (53.1)

575 (56.8)

0.108

214 (25.1)

252 (29.5)

0.044

Elevated FBS

501 (49.5)

427 (42.2)

0.001

223 (26.1)

173 (20.3)

0.005

Elevated TG

481 (47.5)

494 (48.8)

0.594

235 (27.5)

247 (28.9)

0.554

Low HDL

229 (22.6)

229 (22.6)

1.000

173 (20.3)

146 (17.1)

0.106

Elevated WC

417 (41.2)

426 (42.1)

0.718

241 (28.2)

252 (29.5)

0.59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WC, waist circumferenc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not available.
a
Log substitution is performed with non-normal distribution.
P-values are from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92.9±14.0 mg/dL로 감소하였다(P<0.001). COVID-19 전후 대사증후

압은 65세 미만에서 평균 0.9 mmHg (P=0.018), 65세 이상에서는 평

군 유병률의 변화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균 2.3 mmHg (P=0.017)로 두 군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고밀도 지단

보이지 않았으나,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의 백분율 변화에 있어서는

백 콜레스테롤은 65세 미만에서만 57.7±13.2 mg/dL에서 60.7±13.9

여자에서 상승된 혈압을 보인 대상자가 25.1%에서 29.5%로 증가하

mg/dL로 증가되었다(P<0.001). 공복 혈당은 두 군 모두에서 감소하

였고(P=0.044), 공복 혈당이 상승된 이들은 26.1%에서 20.3%로 감소

였고, 65세 미만군에서는 99.5±19.7 mg/dL에서 97.2±18.7 mg/dL

하였다(P=0.005). 남자에서는 공복 혈당이 상승된 사람들만 49.5%

(P<0.001)로, 65세 이상군에서는 104.5±22.8 mg/dL에서 99.8±17.3

에서 42.2%로 감소하였다(P=0.001).

mg/dL로(P=0.031) 감소하였다. 대사증후군 기준에 따른 전후 백분
율 변화에 있어서는 65세 미만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3. 연령에 따른 COVID-19 대유행 전후 체질량지수 및

를 보였는데, 상승된 혈압은 37.9%에서 41.9%로 증가된 결과를 보였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변화 비교

고( P=0.018) 공복 혈당 상승은 37.5 %에서 31.1%로 감소하였다

Table 3은 COVID-19 대유행 전후의 변화를 65세를 기준으로 연령

(P<0.001).

에 따라 층화 분석한 것이다. 65세 미만은 1,718명(92.0%), 65세 이상
은 149명(8.0%)이었다. 체질량지수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있어서

고찰

는 65세 미만군 및 65세 이상군 모두에서 COVID-19 전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전후의 BMI 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및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

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를 알아

고, 공복 혈당은 감소하였다. 수축기 혈압은 65세 이상에서만 124.3±

보았다. 연구 결과 COVID-19로 인한 봉쇄 전후의 BMI 및 대사증후

13.2 mmHg에서 128.3±15.3 mmHg로 증가했고(P=0.022), 이완기 혈

군의 유병률 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사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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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lockdown by age
Variables
Age (y)
Alcohol, current

< 65 y (n=1,718)
Before (2019)
47.4±9.5

After (2020)
48.4±9.5

≥ 65 y (n=149)
P-value

Before (2019)

After (2020)

-

70.2±4.4

71.2±4.4

P-value
-

49 (33.0)

>0.999

3 (5.6)

3 (5.6)

0.999

80 (53.6)

67 (45.2)

0.053

1,008 (58.7)

984 (57.3)

0.488

50 (33.7)

Smoking, current

285 (16.6)

277 (16.1)

0.759

Exercise, ≥3 times/week

594 (34.6)

572 (33.3)

0.552

Diabetes mellitus

113 (6.6)

125 (7.3)

0.456

21 (14.2)

23 (15.5)

0.870

Hypertension

306 (17.8)

332 (19.3)

0.289

72 (48.3)

72 (48.6)

>0.999
0.332

Past history

199 (11.6)

235 (13.7)

0.070

50 (33.6)

58 (39.2)

Weighta (kg)

Dyslipidemia

67.3±12.9

67.5±13.0

0.654

64.1±10.1

64.3±10.2

0.892

Body mass indexa (kg/m2)

24.2±3.5

24.3±3.5

0.516

24.4±2.9

24.5±3.0

0.740

WCa (cm)

83.8±9.9

83.5±10.5

0.223

86.2±7.8

86.4±8.1

0.816

Systolic blood pressurea (mmHg)

120.6±13.7

121.3±14.1

0.163

124.3±13.2

128.3±15.3

0.022

Diastolic blood pressurea (mmHg)

74.0±10.1

74. 9±10.8

0.018

71.5±9.2

73.8±9.9

0.017

FBSa (mg/dL)

99.5±19.7

97.2±18.7

<0.001

104.5±22.8

99.8±17.3

0.031

TGa (mg/dL)

115.5±72.1

115.3±69.8

0.264

104.6±42.6

104.3±52.3

0.863

HDLa (mg/dL)

57.7±13.2

60.7±13.9

<0.001

55.5±14.6

59.1±16.7

0.109

Metabolic syndrome

493 (28.7)

478 (27.8)

0.545

82 (55.0)

87 (58.4)

0.640

Elevated blood pressure

651 (37.9)

720 (41.9)

0.018

101 (67.8)

107 (71.8)

0.528

Elevated FBS

644 (37.5)

534 (31.1)

<0.001

79 (53.0)

65 (43.6)

0.132

Elevated TG

624 (36.3)

644 (37.5)

0.437

93 (62.4)

96 (64.4)

0.810

Low HDL

142 (19.8)

304 (17.7)

0.126

62 (41.6)

71 (47.7)

0.351

Elevated WC

594 (34.6)

606 (35.3)

0.694

64 (43.0)

72 (48.3)

0.41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WC, waist circumferenc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 not available.
a
Log substitution is performed with non-normal distribution.
P-values are from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군의 세부 영역 변수인 혈압,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증가 및 공

드’에서도 ‘외식을 줄이고 있다(68.1%).’ 및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복 혈당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식사한다(58.8%).’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COVID-19 대유행 선

COVID-19 봉쇄정책 이후 신체활동량이 감소하였고, 다수의 설

포 이후 유기농, 멸균, 건강기능 식품의 매출의 성장률이 6%–47%

문조사 결과에서 배달음식 주문 빈도가 높아지고 체중이 증가하였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홈쿠킹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고 발표하였

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BMI의 변

다. 이 외에도 알바천국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리’ 설문 조사 및 ‘아

화는 없었다. 이는 2020년 검진을 시행한 날짜가 4월부터 11월까지

무튼, 주말’ SM C&C 플랫폼 ‘틸리언 프로(Tillion Pro)’ 설문조사에

로 광범위하여 COVID-19 봉쇄 상황에 처한 기간이 변수가 되었기

따르면, COVID-19 봉쇄정책 이후 급격한 체중증가로 인하여 체중

때문일 것으로 유추되며, 단일기관 건강검진센터에 종합검진을 위

감량 및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이들은 여성 65%, 남성 50%에 달했

해 내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다. 또한 ‘체중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18.2%였는데 이는 약속, 모임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 평균 연령이 2020년 기준

등의 감소로 식사 및 음주량 감소(25.8%),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식욕

50.5±14.8세이고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1,867명의 전체 대상자 중

저하(19.2%), 운동시설 이용 자제로 인한 근력운동량 감소(11.9%) 때

149명(8.67%)밖에 되지 않아 대다수가 40–60대였던 것도 결과에 영

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40–60대의 연령대

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행한 ‘코

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외식이 줄고 집에서 식사하는 빈도

로나19 이후 생활의 변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배달음식 주문 빈도

가 높아지면서 쌀을 기반으로 하는 한식을 더 자주 섭취22)하게 되었

증가(22%)’와 비슷하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빈도 증가

고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 에너지, 지질, 나트륨 등의 섭취량이

(21%)’가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에서는 ‘집에서 직접 요리

높은 외식23,24)의 빈도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음주량 감

해 먹는 빈도의 증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닐슨코리아에서 발표

소25)와 함께 과열량 섭취가 줄어 체중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한 ‘2020 대한민국 식품대전: 코로나19 이후 식품시장의 소비 트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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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 전후로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1년간 각

화분석 및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

각 약 1 mmHg 정도 상승한 것은 연령에 따른 혈압 증가로 보인다.

이상의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사증후군의 주요관리대

청년기 이후로 혈압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수축기 혈압은 생

상인 중년층 외에 노년층도 대상으로 하였으나 비만을 측정함에 있

애주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약

어서 노인에서의 근감소 및 체중 감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

60세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 또는 유지하는

나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등의 주관적인 조사가 아닌 체중 및

경향 을 보이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인 건강지수

BMI 측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체중 변화가 실제로 있었

참고 표준(고혈압약 복용자 포함, 20–75세 이상, 2년 단위)’에 따르면

는지에 대해 건강한 이들을 대상으로 COVID-19 봉쇄정책 전후를

남성의 경우 수축기 혈압은 35세 이전에는 약 4년마다 1 mmHg씩

비교한 논문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COVID-19 전후 대사증후군

상승하고, 35세 이후 50세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51세부터는 6

의 유병률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과거력

년마다 1 mmHg 상승하며 57세 이후로는 4년마다 1 mmHg 상승한

조사, 혈압과 허리둘레 측정 및 혈액검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대

다. 여성의 경우 수축기 혈압은 35세 미만에서는 6년마다, 35세 이상

사증후군 유병률 변화를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에서는 2년마다 1 mmHg씩 상승한다. 이완기 혈압의 경우 남성은

연구에서 COVID-19 대유행 전후로 BMI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

40세 이전까지는 2–6년마다 1 mmHg 증가하다가 40세 이후 58세까

화는 없었으나, 이는 성별 및 65세 전후 연령별 층화 분석만 한 것이

지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후로는 6년마다 1 mmHg씩 감소하며, 여

기에 직업을 고려한 BMI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성은 39세부터 50세까지는 4년마다 1 mmHg 증가하고 51세 이후로

으로 보인다. 또한 COVID-19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령별로

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상승률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

고른 분포를 보이는 집단을 대상으로 체중 및 BMI 변화, 대사증후

결과에서 보이는 1년 동안의 평균 1 mmHg 정도의 수축기 혈압 및

군 유병률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6)

이완기 혈압 변화 추이는 연령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외에도 공복 혈당이 감소하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가 증

요약

가한 것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한 것 일 가능성이 있다. COVID27)

19 봉쇄 상황이 수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되면서 의지적으로 식습관

연구배경: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

을 관리하고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복 혈당이 감

염증-19 (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였고 이후 국내에

소하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방한 봉쇄령을 강화하며 위기 대응 단

그러나 COVID-19 대유행 전후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13.3%에서

계를 조정해왔다. COVID-19 봉쇄정책 이후의 체중 증가에 대한 주

15.8%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일부 대상자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의

관적 설문조사는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체질량지수

약물조절로 인해 지질 성분 검사 결과가 정상화되거나 호전되었을

(BMI)라는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한 체중 증가 정도에 대한 연구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혈당

부재하여 COVID-19 전후 BMI 변화를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고 더

감소,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나아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COVID-19 봉쇄 상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라기보다 COVID-19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한 대학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반작용으로 인한 결과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매년 방문했던 수진자 중에서 2020년 검진시

일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할 정도로 건강에 관심있는

기가 4월 이후인 20세 이상 성인 남녀 1,8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표본추출 편향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Adult Treatment Panel 3 개정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일기

하였으며, COVID-19 대유행 전후 BMI의 변화 및 대사증후군 유병

관 건강검진 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률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이므로 전체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각 검진

결과: COVID-19 대유행 전후 BMI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통계적

대상자들의 검진일이 COVID-19 대유행 선포 시점으로부터 다양한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중 수축기 혈

기간에 존재하여 COVID-19 전후 비교를 위한 통제변수로서 역할을

압(P=0.048), 이완기 혈압(P=0.005) 및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하기엔 불충분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 연구가 전향적 연구가 아니

( P<0 .001)은 상승된 결과 를 보였고, 공복 혈당은 감소하였다

었기에 직업 및 식습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층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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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OVID-19 대유행 전후의 BMI 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대사증후군의 세부 영역 변수인 혈압, 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의 증가 및 공복 혈당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
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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