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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과 행동

양식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만이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만아동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발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이동환( , 1996; Wilding, 1997).

비만성인의 는 아동비만의 기왕력을 갖고 있10 30%～

으며 비만아동이 비만성인으로 되는 상대위험은 비만하,

지 않은 아동보다 배 높다홍창의6 7 ( , 1997; Golan,～

et al., 1998).

비만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조기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의 예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비만은 성인비만과 달리.

주로 지방세포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체중

으로의 전환도 어렵고 체중조절을 통해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또 심리적 열등감과 소외감 자존감. ,

의 저하 우울 등의 정신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아동의 인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김진영 들(Myers et al., 1998; ,

1999).

비만관리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교정요, ,

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비만, , .

관리는 성장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우

선되어야 하므로 약물과 수술요법보다는 식이요법과 운

동요법 및 행동교정요법이 추천되고 있다대한비만학회( ,

2000).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의 원인이 과식과 활동부족이라는

가정하에 비만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건강한 생활양,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한비만(Bellack et al., 1990;

학회 행동요법위원회, 1998).

초등학교 아동에게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

권이므로 지속적으로 비만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와 보건통계위원회( , 1999),

행동교정요법은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독자적으로 주도하

여 비만아동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지며 아동의

습관교정은 성인보다 더 용이하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

에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초등

학교 학년 비만아동에게 행동교정요법을 시행하였다4 6 .～

외국에서는 가 성인비만관리에 행동교Stuart(1967)

정요법을 도입한 이후 비만관리에 행동교정요법을 적용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Golan et al.,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만관리에Sothern et al., 2000).

행동교정요법을 적용한 연구가 적으며 이 연구들도 중,

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승교( ,

송경이 한편 초등학교에서 비만아동을1995; , 1998).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행동교정요법을 검증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년 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2001 8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주요개념 행동요법 아동비만 피부두께 체지방 혈청지질 혈청렙틴 습관 자아존중감: , , , , , , ,

행동교정요법이 비만아동의 신체지수 습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 효 신**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3

- 309 -

이에 행동교정요법을 시행한 비만아동군이하 실험군( )

과 시행하지 않은 비만아동군이하 대조군의 신체지수( ) ,

습관 및 자아존중감을 비교하여 행동교정요법이 비만아

동관리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간호중재임을 밝히고 초등

학교 비만아동의 관리지침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2000 10 16 2000 12

일까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서울지역 초등학교 개22 2

교의 학년 비만아동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4 6 62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도비만 이상이고 특별한 신체,

및 정신질환이 없으며 비만관리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 ,

요법 및 기타 요법을 받고 있지 않고 본 프로그램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고 습관판정표와 자아존중감 도구를,

작성할 수 있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서울지역 개 초등학교 중2

실험처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 학교는 실험군1 ,

다른 개 학교는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군 명 대조군1 41 ,

명을 선정하였으나 이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험군28

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명 대조군7 34 , 28

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년 성별 경제수준 가족수 비, , ,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General

characteristics

Exp.

N (%)

Cont.

N (%)

Total

N (%)
χ2 p

Grade of

elementary school

4th 22 (64.7) 12 (42.9) 34 (54.8) 3.24 0.198

5th 2 ( 5.9) 4 (14.2) 6 ( 9.7)

6th 10 (29.4) 12 (42.9) 22 (35.5)

Gender

Male 22 (64.7) 16 (57.1) 38 (61.3) 0.37 0.543

Female 12 (35.3) 12 (42.9) 24 (38.7)

Economic state

Low 0 ( 0.0) 1 ( 3.6) 1 ( 1.6) 1.36 0.507

Middle 30 (88.2) 23 (82.2) 53 (85.5)

High 4 (11.8) 4 (14.2) 8 (12.9)

Number of family

Three 4 (11.8) 3 (10.7) 7 (11.3) 3.32 0.190

Four 28 (82.4) 19 (67.9) 47 (75.8)

Five 2 ( 5.8) 6 (21.4) 8 (12.9)

Degree of obesity

Mild 10 (29.4) 5 (17.9) 15 (24.2) 1.12 0.571

Moderate 20 (58.8) 19 (67.9) 39 (62.9)

Severe 4 (11.8) 4 (14.2) 8 (12.9)

Mother's interest

in child's obesity

Very uninterested 0 ( 0.0) 0 ( 0.0) 0 ( 0.0) 1.85 0.397

Uninterested 0 ( 0.0) 1 ( 3.6) 1 ( 1.6)

Interested 16 (47.1) 10 (35.7) 26 (41.9)

Very interested 18 (52.9) 17 (60.7) 35 (56.5)

Exp. : Experimental group (n=34) Cont. : Control group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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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아동의 비만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도 등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사전측정에서 피부두께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습관,

을 제외한 비만도 지방량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 ( , ,

량 혈중 지질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 ( , , ),

혈중 렙틴농도 및 자아존중감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연구설계2.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

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Table 2> Obesity index, skinfold thickness, body fat, serum lipids, serum leptin, fat and

thin habit, and self-esteem of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 Cont. t p

Obesity index (%) 37.0±11.0 38.5±10.8 0.56 0.577

Skinfold thickness (mm) 29.7± 3.6 32.7± 3.4 3.26 0.002

Body fat

body fat (%) 33.3± 6.0 32.0± 6.2 0.78 0.436

Fat mass (kg) 18.4± 4.5 17.7± 5.5 0.59 0.560

Fat free mass (kg) 36.8± 5.5 36.7± 5.5 0.08 0.941

Serum lipids

Total cholesterol (mg/dL) 180.2±25.6 197.1±27.5 2.03 0.049

HDL-C (mg/dL) 51.6± 8.6 54.5±12.3 0.87 0.392

LDL-C (mg/dL) 105.5±21.3 112.7±20.8 1.10 0.280

Triglyceride (mg/dL) 115.5±58.4 134.4±48.3 1.12 0.270

Serum leptin (ng/ml) 13.4± 4.7 14.1± 7.3 0.38 0.706

Fat and Thin habit 2.3± 0.5 2.6± 0.4 2.23 0.030

Self-esteem 2.9± 0.6 3.0± 0.5 0.76 0.453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Data represents mean±S.D.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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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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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design) < 1>.

독립변수는 집단모임을 통한 행동교정요법이며 종속,

변수는 신체지수 비만도 피부두께 지방량체지방률 체{ , , ( ,

지방량 제지방량 혈중 지질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 ), ( ,

단백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 혈중 렙틴농도 습관, , ), }, ,

자아존중감이다.

실험처치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행동습관을 발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

정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개발된 비,

만관리프로그램 주현옥(Brownell & Kramer, 1989; ,

대한비만학회 을 근거로 연구자가 재구성1998; , 2000)

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소아과 의사 간호. ,

학 교수 운동요법사 영양사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 프로, ,

그램은 행동교정요법소개 자기관찰 및 자극통제 식이교, ,

육 운동교육 중간점검과 개별상담 및 강화 사회적지지, , , ,

인식변화 종결 및 장기계획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주 동안 주 회씩8 1 60～

분간 총 회의 집단모임을 통해 실시하였고 프로그램70 , 8

은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효과측정 도구4.

신체지수1)

비만도(1)

비만도는 년도 한국 소아의 신장별 표준체중대1998 (

한소아과학회 보건통계위원회 에 의한 비만산출, 1999)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즉. ,

비만도 (%) =
실제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100
신장별 표준체중

으로 계산하여 는 경도 비만 는 중20 29% , 30 49%～ ～

등도 비만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50% .

신장은 이동식 신장계삼화 로 단위( , Korea) 0.1 ㎝

까지 측정하였다 체중은 이동식 전문가용 정밀체중계.

(AD precision health scale UC-300, A&D Co.,

로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측정치는 동일Japan) 0.01 .㎏

한 시간대에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2 .

피부두께(2)

피부두께는 caliper (Lange skinfold caliper,

로 상완삼두근Beta technology incorporated, USA)

에서 측정하였다 피부두께수치는 회 반복 측정하여 평. 3

균치를 사용하였다.

지방량(3)

지방량은 임피던스법 체지방 측정기(Bioelectrical

길우impedence fatness analyzer GIF-891DH, ,

로 체지방률 체지방Korea) (percentage of body fat),

량 제지방량 을 측정하였다(fat mass), (fat free mass) .

혈중 지질 및 렙틴농도(4)

혈중 지질 및 렙틴농도는 시간 이상 금식하게 한12

후 다음 날 오전 시 분부터 시 사이에 혈액 를, 8 30 10 6cc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에 보관하였다가 동시-70℃

에 측정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고밀도지단백TC), (High density lipoprotein

저밀도지단백cholesterol, HDL-C), (Low density

중성지방lipoprotein cholesterol, LDL-C),

은 자동분석기(Triglyceride, TG) (Hitachi 7600,

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Hitachi, Japan) .

혈중 렙틴농도는 IRMA(Immunoradiometric assay)

방법으로 Human leptin 125 tube RIA kit

를(Cat.#HL-81HK, LINCO research Inc., USA)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습관2)

습관은 대한비만학회 에서 제시한 습관 판정표(2000)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활습관 영역 운동 영역. 3 , 2 ,

생활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영양 영역으로 되5 , 4 , 4

어 있으며 각 영역은 항목 당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1 4

총 문항으로 되어 있다 바람직한 습관에는 항상72 . (4

점 종종 점 때로 점 가끔 점 전혀 점의 점), (3 ), (2 ), (1 ), (0 )

수를 주며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에는 이와 반대의 순서

로 점수를 산출한다 점수의 범위는 점으로 점수. 0 288～

가 낮을수록 뚱뚱이습관 높을수록 날씬이습관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 이었다Cronbach's =0.89, 0.87 .α

자아존중감3)

자아존중감은 가 개발한 도구를 사Rosenberg(1965)

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 문항의 점 척도로 되어 있. 10 4

다 매우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 ’ 4 ‘ ’ 1

최저 점에서 최고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10 40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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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Cronbach's =0.78,α

이었다0.81 .

자료수집 방법5.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시행2000 10 2000 12

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개교를1) 2

방문하여 학교장 및 양호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적을 설명하고 연구허락을 받은 후 한 학교는 실험,

군으로 다른 학교는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수업종료 후 멀티미디어실에서 회에2) 1

분씩 주간 행동교정요법을 실시하였으며 대60 70 8～

조군에게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후 실험군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3)

도 같은 시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SAS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실험전 비만도 피부, ,

두께 지방량 혈중 지질 및 렙틴농도 습관 자아존중감, , , ,

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로 분석하였다-test, t-test .

비만도 지방량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량 혈중, ( , , ),

지질 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 혈중 렙틴( , , ),

농도 자아존중감 등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군내의 실험 전후 차이는

실험처지 전후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paired t-test,

는 로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사에서 유unpaired t-test .

의한 차이가 있었던 피부두께 총 콜레스테롤 습관에 대, ,

해서는 군내의 실험 전후 차이는 실험paired t-test,

처치 전후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는 공변량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Ⅲ 결 과.

신체지수1.

비만도1)

실험군의 비만도는 실험전 에서 실험후37.0±11.0%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34.2±11.2% (P=0.001),

조군은 에서 로 약간 감소하38.5±10.8% 37.3±11.4%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처치 후 비만도의 감.

소정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이 이2.8±4.3%, 1.2±3.3%

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피부두께2)

실험군의 피부두께는 실험전 에서 실험29.7±3.6mm

후 로 대조군은 에서29.8±3.1mm , 32.7±3.4mm

로 증가하였으나 두 군 모두 유의한 차이33.1±3.5mm

가 없었다 실험처치 후 피부두께의 증가정도는 실험군.

이 대조군이 이었고 공변량0.1±3.3mm, 0.4±2.2mm

분석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3)

표< 4>.

<Table 3> Obesity index (%)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t p

Exp. 37.0±11.0 34.2±11.2 3.71 0.001 -2.8±4.3 1.51 0.134

Cont. 38.5±10.8 37.3±11.4 2.00 0.055 -1.2±3.3

Exp. : Experimental group (n=34) Cont. : Control group (n=28)

Data represents mean±S.D.

<Table 4> Skinfold thickness (mm)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F p

Exp. 29.7±3.6 29.8±3.1 0.01 0.986 0.1±3.3 4.75 0.033

Cont. 32.7±3.4 33.1±3.5 0.87 0.390 0.4±2.2

Exp. : Experimental group (n=34) Cont. : Control group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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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량3)

체지방률(1)

실험군의 체지방률은 실험전 에서 실험후33.3±6.0%

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조32.9±5.8% ,

군은 에서 로 유의하게 증가하32.0±6.2% 36.0±6.2%

였다 실험후 체지방률의 변화정도는 실험(p=0.002).

군은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증0.4±3.0% , 4.0±6.1%

가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1)<

5).

체지방량(2)

실험군의 체지방량은 실험전 에서 실험18.4±4.5kg

후 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18.3±4.6kg ,

조군은 에서 로 유의하게 증17.7±5.5kg 19.8±5.5kg

가하였다 실험후 체지방량의 변화정도는 실(p=0.003).

험군은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0.1±1.7kg , 2.1±3.4kg

증가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표 5>.

제지방량(3)

실험군의 제지방량은 실험전 에서 실험36.8±5.5kg

후 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37.1±5.5kg ,

조군은 에서 로 유의하게 감36.7±5.5kg 34.9±6.2kg

소하였다 실험후 체지방량의 변화정도는 실(p=0.011).

험군은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0.3±1.7kg , 1.8±3.5kg

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표 5>.

혈중 지질4)

총 콜레스테롤(1)

실험군의 총 콜레스테롤은 실험전 180.2±25.6

에서 실험후 로 유의하게 감mg/dL 169.9±22.7mg/dL

소하였고 대조군은 에(p=0.007), 197.1±27.5mg/dL

서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72.9±30.4mg/dL (p=

실험후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정도는 실험군이0.000).

대조군이 이었10.3±16.1mg/dL, 24.2±20.9mg/dL

으나 공변량 분석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고밀도지단백(2)

실험군의 고밀도지단백은 실험전 에51.6±8.6mg/dL

서 실험후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49.0±9.1mg/dL

대조군은 에서(p=0.035), 54.5±12.3mg/dL 47.3±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후6.2mg/dL (p=0.006).

고밀도지단백 감소정도는 실험군이 대2.6±5.6mg/dL,

조군이 이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7.2±10.1mg/dL

이는 없었다 표< 6>.

저밀도지단백(3)

실험군의 저밀도지단백은 실험전 105.5±21.3

에서 실험후 로 감소하였으mg/dL 103.0±17.8mg/dL

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은 에, 112.7±20.8mg/dL

서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98.8±22.5mg/dL (p=

실험후 저밀도지단백 감소정도는 실험군이0.002). 2.5

대조군이 로 두 군간±13.6mg/dL, 13.9±16.4mg/dL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19)< 6>.

중성지방(4)

실험군의 중성지방은 실험전 에115.5±58.4 mg/dL

<Table 5> Percentage of body fat, fat mass, fat free mass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t p

Body fat (%)

Exp. 33.3±6.0 32.9±5.8 0.75 0.454 -0.4±3.0 3.49 0.001

Cont. 32.0±6.2 36.0±6.2 3.48 0.002 4.0±6.1

Fat mass (kg)

Exp. 18.4±4.5 18.3±4.6 0.29 0.768 -0.1±1.7 3.14 0.003

Cont. 17.7±5.5 19.8±5.5 3.30 0.003 2.1±3.4

Fat free mass (kg)

Exp. 36.8±5.5 37.1±5.5 1.26 0.216 0.3±1.7 2.99 0.005

Cont. 36.7±5.5 34.9±6.2 2.71 0.011 -1.8±3.5

Exp. : Experimental group (n=34) Cont. : Control group (n=28)

Data represent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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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후 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97.9±55.9mg/dL

않았으며 대조군은 에서, 134.4±48.3mg/dL 121.9±

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후49.2mg/dL .

중성지방의 감소정도는 실험군이 17.6±72.9mg/dL,

대조군이 이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12.5±53.1mg/dL

차이는 없었다 표< 6>.

혈중 렙틴농도5)

실험군의 혈중 렙틴농도는 실험전 에13.4±4.7ng/ml

서 실험후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1.4±4.7ng/ml

대조군은 에서(p=0.000), 14.1±7.3ng/ml 12.8±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실험후6.9ng/ml (p=0.037).

혈중 렙틴농도의 감소정도는 실험군이 2.0±2.1ng/ml,

대조군이 이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1.3±2.6ng/ml

이는 없었다 표< 6>.

습관2.

실험군의 습관은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3±0.5 2.7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0.4 (p=0.000),

점에서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2.6±0.4 2.5±0.4

실험후 습관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p=0.029). 0.4±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하여 두0.4 , 0.1±0.3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0)< 7>.

습관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생활습관 생활태도 사회, ,

적 관계 영양 영역에서 실험처치에 따른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의 생활습관은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7±0.6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3.0±0.5 (p=0.003),

군은 점에서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3.1±0.5 2.8±0.5

다 실험후 생활습관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p=0.005).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하여0.3±0.5 , 0.3±0.5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0)< 7>.

실험군의 운동습관은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0±0.6

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조2.2±0.7 ,

군은 점에서 점으로 되었으며 유의하2.0±0.7 2.0±0.5

지 않았다 실험후 운동습관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 0.2

점 증가하고 대조군은 점으로 변화가 없±0.6 0.0±0.8

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실험군의 생활태도는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2±0.8

<Table 6> Total cholesterol, HDL-C, LDL-C, triglyceride, leptin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t or F p

Total cholesterol (mg/dL)

Exp. 180.2±25.6 169.9±22.7 3.00 0.007 -10.3±16.1 2.84 0.100

Cont. 197.1±27.5 172.9±30.4 5.02 0.000 -24.2±20.9

HDL-C (mg/dL)

Exp. 51.6± 8.6 49.0± 9.1 2.25 0.035 -2.6± 5.6 1.71 0.097

Cont. 54.5±12.3 47.3± 6.2 3.09 0.006 -7.2±10.1

LDL-C (mg/dL)

Exp. 105.5±21.3 103.0±17.8 0.84 0.408 -2.5±13.6 2.43 0.019

Cont. 112.7±20.8 98.8±22.5 3.68 0.002 -13.9±16.4

Triglyceride (mg/dL)

Exp. 115.5±58.4 97.9±55.9 1.12 0.272 -17.6±72.9 0.25 0.803

Cont. 134.4±48.3 121.9±49.2 1.02 0.320 -12.5±53.1

Leptin (ng/ml)

Exp. 13.4± 4.7 11.4± 4.7 4.64 0.000 -2.0± 2.1 0.96 0.341

Cont. 14.1± 7.3 12.8± 6.9 2.25 0.037 -1.3± 2.6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p. : Experimental group (n=22) Cont. : Control group (n=19)

Data represent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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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2.7±0.6 (p=0.001),

군은 점에서 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2.5±0.5 2.4±0.5

의하지 않았다 실험후 생활태도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하0.5±0.7 , 0.1±0.4

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4)< 7>.

실험군의 사회적 관계는 실험전 점에서 실험2.2±0.6

후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2.5±0.7 (p=0.015),

조군은 점에서 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2.5±0.5 2.4±0.6

의하지 않았다 실험후 사회적관계의 변화정도는 실험군.

은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0.3±0.6 , 0.1±0.5

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5)< 7>.

실험군의 영양습관은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5±0.6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2.8±0.5 (p=0.007),

군은 점에서 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2.8±0.5 2.6±0.5

다 실험후 영양습관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p=0.046).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하0.3±0.6 , 0.2±0.4

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1)< 7>.

자아존중감3.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은 실험전 점에서 실험후2.9±0.6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3.1±0.6 (p=0.000),

<Table 7> Fat and Thin habit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t or F p

Total

Exp. 2.3±0.5 2.7±0.4 4.66 0.000 0.4±0.4 17.25 0.000

Cont. 2.6±0.4 2.5±0.4 2.32 0.029 -0.1±0.3

Life style

Exp. 2.7±0.6 3.0±0.5 3.28 0.003 0.3±0.5 4.47 0.000

Cont. 3.1±0.5 2.8±0.5 0.39 0.005 -0.3±0.5

Exercise

Exp. 2.0±0.6 2.2±0.7 1.75 0.090 0.2±0.6 1.15 0.255

Cont. 2.0±0.7 2.0±0.5 0.10 0.920 -0.0±0.8

Attitude

Exp. 2.2±0.8 2.7±0.6 3.53 0.001 0.5±0.7 3.02 0.004

Cont. 2.5±0.5 2.4±0.5 0.55 0.583 -0.1±0.4

Relationship

Exp. 2.2±0.6 2.5±0.7 2.59 0.015 0.3±0.6 2.94 0.005

Cont. 2.5±0.5 2.4±0.6 1.62 0.117 -0.1±0.5

Nutrition

Exp. 2.5±0.6 2.8±0.5 2.93 0.007 0.3±0.6 3.60 0.001

Cont. 2.8±0.5 2.6±0.5 2.10 0.046 -0.2±0.4

Exp. : Experimental group (n=30) Cont. : Control group (n=24)

Data represents mean±S.D.

<Table 8> Self-esteem before an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t p
Difference

(After-Before)
t p

Exp. 2.9±0.6 3.1±0.6 4.31 0.000 0.2±0.3 4.24 0.000

Cont. 3.0±0.5 2.9±0.5 1.73 0.096 -0.1±0.3

Exp. : Experimental group (n=31) Cont. : Control group (n=24)

Data represent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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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점에서 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3.0±0.5 2.9±0.5

하지 않았다 실험후 자아존중감의 변화정도는 실험군은.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점 감소하여0.2±0.3 , 0.1±0.3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p=0.000)< 8>.

Ⅳ 논 의.

아동에게 추천되는 비만관리방법으로는 식이요법 운,

동요법 및 행동교정요법이 있다 이 중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음식섭취량을 조절하고 활동량과 열량균형을 적자상태로

만들어 비만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대한소아과학회(

행동요법위원회 행동교정요법은 다른 비만관리, 1998).

방법들보다 체중감소율은 다소 낮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

고 중도포기율이 낮으며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데 효과

가 크다 이종호(Brownell & Kramer, 1989; , 1990).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 의Brownell Kramer(1989)

행동교정요법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방법이지만 성인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국내 아동에게 적용하기에

는 동서양의 문화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내에서 개,

발된 비만관리프로그램주현옥 대한비만학회( , 1998; ,

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2000) .

본 연구결과에서 비만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감

소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교정요

법을 실시하여 비만도 감소가 있었다는 연구(Knip &

정승교Nuutinen, 1993; , 1995; Myers et al.,

송경이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초등학생1998; , 1998) .

을 대상으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만도가 감

소하였다는 연구김선희 이혜리 들( , 1998; , 1998;

Holub et al., 1999: Reiterer et al., 1999;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Sothern et al., 2000) .

서 실험군의 비만도 감소폭은 이혜리 들 의 외래(1998)

비만상담군과는 비슷하였고 학교비만관리군보다는 컸다.

행동교정요법은 중재의 적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

므로 본 연구의 비만도 감소가 이혜리 들 의 학교(1998)

비만관리군보다 컸던 것은 중재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비만도.

역시 실험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김선희 의 연구, (1998)

와 같은 결과로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조군이

비만연구의 대상자인 것을 알게됨으로 인하여 평소와 달

리 반응하는 호손효과 가 나타난 결(Hawthorn effect)

과로 추정된다.

피부두께는 근육과 뼈가 증가하는 과체중과 비만을 감

별하는데 도움을 주며 비만을 평가하는데 있어 간편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다 그러나 측정자에 따라 편차가.

크며 계측기의 종류에 따라 측정치에 차이가 있다 대한(

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 피부두께는 같은 연령, 1999). ,

성별에서 비교하여 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 백분위85 , 95

수 이상이면 과비만으로 정의되며 삼두근 부위 (triceps

의 측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김호성skinfold) ( , 1998).

본 연구의 실험전 피부두께는 박진홍 과는 비슷하(1997)

였으나 한국 소아의 백분위수대한소아과학회 보85 95 (～

건통계위원회 와 장희순 보다는 두꺼웠는, 1999) (1996)

데 이는 계측기나 측정자의 차이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

서 삼두근 피부두께는 실험군보다 대조군의 증가정도가

더 컸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장희.

순 의 결과와 운동영양교육행동교정요법을 실(1996)

시한 박진홍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997) .

본 연구에서 실험전 체지방률은 이화자 들 이(1999)

보고한 와 김상원 이 보고한 와 비34.5% (2000) 32.4%

슷한 수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후 체지방률과 체지방.

량은 실험군에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대조군은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지방량은 실험군에서 증가경,

향을 보이고 대조군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행동교정요법 후 체지방이 감소하고 제지방량이 증

가했다고 한 연구 정승교(Wadden et al., 1990;

송경이 결과와1995; , 1998; Sothern et al., 2000)

일치하였다 성장기에 있는 학동기 아동에서는 체중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체지방은 감소시키는 비만관리방법

이 안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험군 아동의 체중은,

약간만 증가하면서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이 줄고 제지방

량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 것은 행동교정요법이 안전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한다.

비만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 ,

을 높이고 고밀도지단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에서는 죽상경화증을 성인에서는 관상동맥 심질환,

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초기 죽상경화증은 어릴 때.

발견하여 관리하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고위

험인자를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정지아 들 본 연구에서( , 1998).

실험전 혈중 총 콜레스테롤치는 김덕수와 임인석

이 보고한 장희순 이 보고(1999) 168.3mg/dL, (1996)

한 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김상원 이177.1mg/dL , (2000)

보고한 실험군 대조군 과는178.6mg/dL, 198.3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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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실험전 총 콜레스테.

롤치가 실험군보다 높았던 것은 대조군의 비만도가 실험

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실.

험군의 총 콜레스테롤은 실험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동교정요법 실시 후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있

었다는 연구 정승교 결(Wadden et al., 1990; , 1995)

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전 고밀도지단백은 김상원 이(2000)

보고한 실험군 대조군 과 유사53.7mg/dL, 50.5mg/dL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고밀도지단백이 실험군보.

다 더 감소한 경향을 보인 것은 대조군의 비만도 감소가

주로 섭취량을 줄인 것이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군의 고밀도지단백 감소는.

비만도가 주 동안 로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인8 2.8%

것으로 생각한다 고밀도지단백은 비만도가 급격히 감소.

할 때는 감소하지만 체중을 감량된 채로 유지할 경우는

증가한다박혜순 따라서 실험군의 고밀도지단백( , 1998).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

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저밀도지단백은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Knip &

이윤나와 최혜미 와 상반된Nuutinen, 1993; , 1999)

결과이다 이는 저밀도지단백이 총콜레스테롤 수치에 영.

향을 받으므로 대조군의 총 콜레스테롤 감소폭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이유는 대조군이 비만에 대.

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혈중 지질 검사 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혈중 지질 검사에 대해서는.

대상아동은 물론 학부모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차, 1

혈중 지질실험전 결과를 바로 알려달라는 학부모들의( )

요청이 있어서 실험전 혈중 지질 결과를 실험군은 물론

대조군에게도 통보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와 아동들이 이,

결과에 자극을 받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아동들에게 혈중 지질검사 일 전에 기름진 음식을3

먹지 말도록 통보하고 검사 전날 다시 금식을 주지시킨

것도 대조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전 중성지방은 김덕수와 임인석

이 보고한 과 비슷하였다 본 연구(1999) 112.6mg/dL .

에서 중성지방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감소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행동교정요법을 실시한 연구, (Wadden

와 중학생을et al., 1990; Knip & Nuutinen, 1993)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이윤나와 최혜미 의(1999)

결과와 유사하였다 주간 운동을 실시한 김상원. 12

의 연구에서는 실험후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본(2000)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전 혈중 렙틴농도는 비만아동을 대

상으로 한 들 이 보고한Hassink (1996) 38.6ng/ml,

송수호 가 보고한 보다는 낮았으며(2000) 36.3ng/ml ,

들 이 보고한 이병철 들Holub (1999) 16.5ng/ml,

이 보고한 하경아 들 이 보고(1998) 14.5ng/ml, (1998)

한 과는 비슷하였다 이는 혈중 렙틴농도가13.7ng/ml .

인종간의 차이가 없다고 한 들 의 결과Hassink (1996)

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혈중 렙틴농도는.

실험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중감소프로그램,

을 실시한 연구(Holub et al., 1999; Reiterer et

에서 혈중 렙틴농도가 감소한 것과 유사하였al., 1999)

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혈중 렙틴농도 감소폭은 주. 12

간 운동을 실시한 김상원 의 보다는 약(2000) 1.8ng/ml

간 많았고 주간의 체중감소프로그램을 실시한, 3 Holub

들 의 들 의 사춘기(1999) 6.5ng/ml, Reiterer (1999)

전 남아 보다는 적었는데 이는 저칼로리 식이6.7ng/ml ,

로 인하여 체중감소량이 본 연구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비만아동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많이 나타내고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빨리 먹는 식습관을 보인다대한, (

영양사회 학교분과위원회 또 운동을 하기 싫어, 1995).

하고 시청독서 등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하는 취미TV

를 가진다강재헌 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날( , 1999).

씬이습관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날씬이습관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주간의 비만관리 후 비만. 8

아동의 식생활태도와 식습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주현옥 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행동교정요법이(1998) .

음식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고 식습관에 변화를 가져왔

다는 들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를 통Golan (1998) .

해 볼 때 실험군은 바람직한 습관변화로 비만도가 감소

한 반면 대조군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변화로 비만도,

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 별로는 실험군이.

생활습관 생활태도 사회적 관계 영양 영역에서 날씬이, , ,

습관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날씬이습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운동영역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행동교정요법으로 운동습,

관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주간의 중재기간이 짧은 것8

과 연구시점이 겨울이어서 아동의 활동량이 적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증가하고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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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행동교정요법.

을 실시한 들 과 들 의Wadden (1990) Myers (1998)

결과와 일치하였다 비만아동은 뚱뚱하다 비만하다 란. ‘ ’ ‘ ’

말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매 및 운동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우울감과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

향이 있다김진영 들 또 비만아동은 정상체중아( , 1999).

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박항순( , 1998; Phillips &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불만이 적고 대Hill, 1998).

인관계가 원만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감이 결여되,

어 있다 따라서 행동교정요법을 비만(Brooks, 1992).

아동에게 적용한다면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

고 바람직한 심리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결론적으로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아동의 체지방률 체,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피부두께를 덜 증가시키며 제지방

량 날씬이습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안전하고 적절, ,

한 비만관리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양호교사가 행동교정요법을 비만아동에게 적

용한다면 학생들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습득하게 되어

비만관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행동교정요법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비만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체중감소율은 낮지만 부작용,

이 거의 없고 중도포기율이 낮으며 감소된 체중을 유지

하는데 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행동교정요법이 비만아동의 신체지수 습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개교의2 4～

학년 비만아동으로 특별한 신체 및 정신질환이 없고6 ,

비만관리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기타 요법을 받,

고 있지 않는 아동이며 실험군 명 대조군 명으로34 , 28

총 명이었다62 .

실험군에게 실시한 행동교정요법은 프로그램소개 자,

기관찰 및 자극통제 식이교육 운동교육 중간점검과 개, , ,

별상담 및 강화 사회적지지 인식변화 종결 및 장기계, , ,

획수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기간은 년 월. 2000 10

일부터 년 월 일까지였고 실험군에게 주16 2000 12 22 , 8

동안 주 회씩 분간 총 회의 행동교정요법을1 60 70 , 8～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 전후 회에 걸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지수2

비만도 피부두께 지방량체지방률 체지방량 제지방{ , , ( , ,

량 혈중 지질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 ( , ,

단백 중성지방 혈중 렙틴농도 습관 및 자아존중감을, ), },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신체지수1.

실험군의 비만도는 실험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두1)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피부두께는 실험군의 증가폭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2)

게 적었다.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3)

하게 감소하였고 제지방량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중성지방 렙틴농4) , , ,

도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밀도지단.

백은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습관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날씬이습관이 유2.

의하게 증가하였다.

습관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생활습관 생활태도 사회, ,

적 관계 영양 영역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날,

씬이습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3.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아동의 체지방률,

체지방량을 감소시키고 피부두께를 덜 증가하게 하며 제

지방량 날씬이습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동교정요법은 비만아동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적절한 비만관리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행동요법의 장기효과와 단기효1)

과간의 차이를 규명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렙틴은 년도에 발견되어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2) 1994

부족하므로 렙틴을 종속변수로 측정하는 다방면의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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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Behavior modification, Child

obesity, Skinfold thickness,

Body fat, Serum lipids,

Serum leptin, Habit, Self-

esteem

Effects of Behavior Modification

on Physical Variables, Habit and

Self-esteem in Ob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im, Hyo-Shin*

Behavior modification is an approach to

decrease degree of obesity through changing

maladaptive eating habit and life style. It

produces small amount of weight loss but it has

few side effects and low dropout rate. It also

has great effectiveness on maintenance of

decreased weigh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behavior modification on physical

* Part-time instruct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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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t and thin habit, and self-esteem in

ob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Sixty two students of 4th, 5th, and 6th grade

were selec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he suburbs of Seoul. Thirty four

children in one school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wenty eight children in

another school were assigned to control group.

All subjects were healthy and were not on any

type of obesity control.

Behavior modification,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introduction, self-monitoring and

stimuli control, education about diet and

physical activities, individual counseling and

reinforcement, requesting personal assistance,

cognitive restructuring, and closing and

long-term planning.

Experimental group was received 60 70～

minutes of behavior modification once a week for

8 weeks from October 16 to December 22, 2000.

Control group was not received any intervention.

Data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by measuring physical variables, fat

and thin habit, and self-esteem. Physical

variables consisted of obesity index, skinfold

thickness, body fat(percentage of body fat, fat

mass, fat free mass), serum lipids(total

cholesterol, HDL-C, LDL-C, triglyceride) and

serum lept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physical variables

1) Obesity index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behavior

modific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2) The increase of skinfold thickness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 Percentage of body fat and fat mas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Fat free mas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4) Total cholesterol, HDL-C, triglyceride and

serum lepti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LDL-C was signi-

ficantly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2. Thin habit sco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subcategories

of habit, thin scores of life style, attitude,

social relationship, nutrition were signifi-

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3. Self-esteem sco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ehavior

modification is effective in decreasing percentage

of body fat and fat mass, in less increasing

skinfold thickness and in increasing fat free

mass, thin habit, and self-esteem. In conclusion,

behavior modification can be used as safe and

effective strategy for managing obes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