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비만에 대한 잘못된 상식

Q.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되어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A.사실 운동을 하고 나면 입맛이 좋아져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 강도가 낮고 운동시간이 길면 일반인의 식욕과 유사
하고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시간이 짧으면 오히려 식욕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Q.그럼 하루 두 끼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3끼를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A.같은 열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하루 적어도 3회로 나누어 먹는 편이 체중증가가 
적습니다. 즉, 먹는다는 행위자체의 에너지 소비량도 300cal나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식사를 거르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굶게 되면 다음식사 때 더 많이 
먹게 되고, 섭취에너지의 이용률도 높아지므로 소량씩 세끼 식사가 기본입니다.

Q.배가 나왔다고 윗몸일으키기를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요?

A.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특정한 부위의 운동이 그 부분의 지방을 감소시키기 않는
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근운동만 한다고 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 같은 꾸준한 유산소운동으로 몸속의 지방을 태워야 빠진다는 사살을 꼭 명심
하기 바랍니다.

Q.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살을 빼기 위해 사우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
으로 흘리는 땀과 어떤 차이가 있나?

A.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은 체온 유지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과 함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땀을 통해 배출해 주지만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급격한 체온상승을 막고
자 막대한 수분손실로 인한 탈수현상을 유발시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Q.날씬한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도 빼야 할까요?

A.최근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통 살과의 전쟁을 하는 듯이 많은 



지면이 다이어트 광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분들
도 상대적으로 마른몸매를 가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5년 한 해 동안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4천 5백38명을 대상으로 국민
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체중에 못 미친「저체중」여성이 21.3%로 94년 조사 때
의 18.8%에 비해 2.5%나 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마른 것이 예쁘다는 잘못된 미에 대한 개념으로 건강한 사람도 다이어트
를 하기 때문입니다. 날씬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무리한 비만관리로 심각한 병을 안
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다이어트를 잘 못 하면 몸
속의 근육이 빠져 나가 체중은 줄였는데 오히려 지방비율이 높아지고 근감소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비만은 오히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만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체중으로 인
한 요통관절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는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잘 안 돼 월경불순이 초래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이나 면
역 대사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체중을 가지신 분들은 단지 날씬해지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체중을 빼야할 분들도 꼭 운동요법을 실시하여 식이요법으로 체
중을 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비만체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수준과, 혈액수치, 혈압, 관
상 동맥의 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비만환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조건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