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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t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 nutrition and exercise education program on weight control

and nutrition knowledge. The nutrition-exercise educational period was 12 weeks. The subjects were 160 adult women with

an average age of 48.1 years. We investigated general characteristics, diet history, eating habits, and intake frequencies of

six food groups by survey. A total of 94 women among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pre and post nutrition knowledge

evaluations and anthropometric data assessment. After the program, body weight, body mass index (BMI), and waist

circumference significantly decreased. Further, % of body fat decreased, but not significantly. BMI significantly decreased

(p<0.001) from 25.14 to 24.80 kg/m2, and waist circumference significantly decreased (p<0.001) from 79.72 to 77.63 cm.

The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subjects significantly increased (p<0.001) from 8.01 to 9.03. However, there was little

change in employ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utrition-exercise education program may improve obesity index and

nutrition knowled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weight control program f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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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KNHANES 2014)에 의하면 우

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BMI 25 이상)은

32.5%로 2008년 31.0%, 2010년 31.4%보다 다소 증가하였

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37.6%, 여자가 27.5%로 남자

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비만 유병률은 남자

의 경우는 30대가 4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41.5%인 반면, 여자는 60대와 50대가 비만유병률이 높은 연

령대로서 각각 42.7%와 33.7%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만유병

률과 관련된 성인질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만은 개인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개인의 식품섭취와 신체활동으로 인한 에

너지 소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다. 따라서 개인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나 국

가가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최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

동 실천율은 2013년 남자 52.1%, 여자 42.4%로 2005년 남

자 71.1%, 여자 66.1%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KNHANES

2014).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성인들의 중등도 신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특히 여성들의 신체활동 및 운동 실천율은 남성에 비해 더

낮아 운동습관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중년기는 신체의 노화와 함께 폐경현상이 나타나

는 시기이다(Lee et al. 2005). 중년기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lean body mass가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체성분의 변화가 진행되고 특히 비만한 중년여성의 경우 질

병발생 위험이 더욱 크다(Kim & Kim 2002). 따라서 중노

년층에 발생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해

서는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아지는 중년기의 건강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Lee et al. 2005).

비만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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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근래 보건소에서 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논문(Kim 2009; Kim et al. 2009; Lee et al. 2009;

Lee et al. 2010)을 보면 BMI와 체지방률이 유의적으로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율이 높을수록 비만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0).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3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어서 체중감량 효

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

히고 체중감량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프로그램이 주간에 실시되고 있

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으로 구성된 체중조

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개인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비만도를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스스

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야간에 진행하여 직장 근무로 인해 참여가 어려

운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발시킨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 자발적으

로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체중조절에 관한 이력 및 식습관을 조사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10주 간 진행된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94

명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신체계측, 체성분 및 영양지

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 체중조절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요법의 내용으로 총

10회로 구성되었다. 영양교육은 비만과 건강과의 관계, 체중

조절 식이요법의 중요성, 운동과 영양,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1일 섭취열량 구하기, 올바른 간식선택, 올바른 다이어트와

요요현상 예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영양교육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전문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교육 첫 주에 식사일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매일 작성하도록 하였고 매주 영양사가

식사일지를 검사하여 피드백을 해주었다. 운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일주일에 3회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준비

운동 2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20분으로 매회 총 80분

간 실시하였다. 체중조절 프로그램은 총 10주에 걸쳐 실시하

였으며, 영양교육은 주 1회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1시간씩

진행하였으며, 운동 프로그램은 주 3회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및 연구방법

1) 일반적인 사항 및 체중조절 행태

본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음주, 운동습관 등을 묻는 설

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체중조절에 관한 내력으로는 체

중조절 경험 및 기간, 체중조절 방법, 체중조절을 하는 이유,

비만해진 시기에 관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식습관 조사

식습관 조사는 아침식사의 빈도, 아침결식의 이유, 식사속

도, 식행동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하였다.

3) 영양지식 조사

영양지식 평가는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2점을 만

점으로 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영양지식의 변화를 조

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4문

항), 영양소의 역할과 기능(4문항), 비만과 관련된 지식(2문

항), 식품의 열량(1문항), 나트륨이 많은 식품(1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와 ‘모름’으로 답한

경우는 0점으로 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4) 신체계측

신장은 얇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0.1 cm 단위까지 측정하

였으며 체중 및 체성분 분석은 (주)바이오 스페이스의 Inbody

4.0 (Bioimpedence method, Biospace, Seoul Korea)을 사용

하여 체중(weight), 체질량지수(BMI), 체지방률(% body fat),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Table 1> Nutrition education program contents

Week Contents

1
Introduction of program

24 hr-recall test, Learning about recording food diary

2 Understanding about obesity and health

3 Role of nutrition and foods. Learning about proper exercise

4 The guide of food pyramid

5 Education of food exchange chart I

6 Education of food exchange chart II

7 Understanding about daily energy requirement

8 Education of proper diet methods

9 Learning about proper snacks

10 Method of prevention of Yo-Y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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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압 측정

혈압 측정은 공복 상태에서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10분 이

상 휴식을 취한 후 표준수은주 혈압계를 사용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SPSS 17.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체중조절 프로그램 전후에 측정된 비만관

련 신체계측치와 영양지식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여 Comparison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인 특성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160명)의 학력, 결혼여부, 직

업, 음주에 관한 조사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8.1세로, 40~59세가 61.9%로 조사되었다. 학

력은 중졸이하가 28명(17.5%), 고졸이하가 61명(38.1%) 전

문대졸이상이 71명(44.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 상태

는 기혼인 경우가 130명(8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19

명(11.9%), 사별, 이혼 순이었다. 직업분포는 주부가 100명

(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기술직이 23

명(14.4%), 전문관리직 20명(12.5%)이었다. 자영업을 포함해

직업을 가진 여성은 50명(31.3%)으로 직장여성의 비율이 꽤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비

만관리 프로그램이 직장인에게 제공된다면 참여율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음주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76명(47.5%)였고, 월 2-3회 음주가 34명(40.5%),

월 1회 이하가 33명(39.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음주로 인

한 건강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중 47.5%

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29%로 조사된 Kim & Kim

(2010)의 연구 결과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평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2.26 mmHg, 이완기

혈압이 77.31 mmHg로 수축기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조금 높

게 나타났다.

2. 체중조절 행태

대상자의 체중조절 행태를 보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

한 경우가 92명(58.2%)이고, 체중조절 기간으로는 ‘한 달 이

상’이 32명(34.8%)으로 가장 높았고 ‘1주일 미만’인 경우도

21명(22.9%)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한 체중감량 방법으로 ‘규

칙적인 운동’ 49명(53.3%), ‘식이요법’ 24명(26.1%), ‘약물이

용’ 11명(12.0%), ‘단식’도 6명(6.5%)으로 나타났다. Choi

& Kim(2008)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체중조절 방법으로는 운

동 58.3%, 식이요법 23.3%, 단식 및 절식 12%, 약물사용

1.5%로 조사되었고, Kim(2002)의 연구에서 20세 이상 성인

중 체중감량을 시도한 2186명을 대상으로 체중감량 방법을

조사한 결과 운동 52.1%, 식이요법 14.1%, 단식 및 절식

29.4%, 약물사용 1.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운동과 식이

요법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단식이나 절식, 약물사용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

에게 보다 효과적이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체중조절 방법

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이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가 101명(63.9%), ‘질병치료를 위해서’가 24

명(15.2%), ‘외모를 위해서가’ 22명(13.9%)으로 조사되었다.

강화군에 거주한 중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 &

Kim(2008)의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

로’가 49.8%, ‘향후 건강향상을 위해서’가 41.0%, ‘균형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s N1)(%)

Age 48.14±11.562)

Age

≤39 38(23.8)

40-49 33(20.6)

50-59 66(41.3)

≥60 23(14.4)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122.26±16.951)

Diastolic 77.31±11.64

Education

Middle school 28(17.5)

High school 61(38.1)

≥College 71(44.3)

Marriage

Married 130(81.3)

Unmarried 19(11.9)

Divorced 4(2.5)

Separation by death 6(3.8)

Others 1(0.6)

Occupation

Self-employed 7(4.3)

Profession 20(12.5)

Technical worker 23(14.4)

Homemaker 100(62.5)

Unemployed 10(6.3)

Alcohol drinking

Often 1297.5)

Sometimes 72(45)

Stop drinking 76(47.5)

Frequency of 

drinking

≤Once/month 33(39.3)

2-3 times/month 34(40.5)

1-2 times/week 14(16.7)

≥3 times/week 3(3.6)

Exercise
≥3 times/week 76(47.5)

Irregular 84(52.5)

1)N:160
2)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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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를 위해서’가 7.5%로 조사되었다. 건강상의 이유가 대부

분으로 대상자들이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비만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두 번째 출산 후’

라고 답한 경우가 47명(29.7%), ‘첫 출산 후’가 23명(14.6%)

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는 출산 후에 가장 체중이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여성을 위한 체중조절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중조절을 위해 ‘일부러 식사

량을 제한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52명(32.9%)과 6명(3.8%)으로 나타났고, ‘그

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7명(23.4%)과 8명

(5.1%)으로 나타나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경

우가 36.7%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많은 대상자들이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식습관

참가자들의 아침식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식사

한다’가 92명(57.5%), ‘3-5회/주’ 39명(24.4%), ‘하지 않는다’

가 15명(9.4%)로 나타났으며, 결식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

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0%가 ‘습관적으로’,

17.6%가 ‘식욕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침결식률은 2008년

21.8%, 2012년 22.5%로 나타났고 Kim & Kim(2010)의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20.4%가 아침을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매일 아침식사

를 하는 비율이 57.5%, 1주일에 2회 미만이 18.2%로 나타

나 아침결식률이 낮게 나타났다. Lim & Na(2008)의 연구에

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주부는 43.7%이고, 연

령에 따른 식습관을 보면 30세 미만인 주부의 경우 불규칙

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62.8%인 반면 40~49세 주부는

60.9%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어

릴수록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연령이 48.1세로 젊은 층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거르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식사속도는 ‘보통(11-24분)’이 90명(5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분 미만’인 경우도 56명(35.0%)으로 높은 비

율을 나타내었고 ‘25분 이상’인 경우는 14명(8.8%)에 그쳤

다. Kim & Kim(2010)의 연구에서는 식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20분’이 140명(54.9%)으로 가장 높았고, ‘10분미

만’의 빠른 속도로 식사한다는 대상자가 67명(26.3%)이었으

며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대상자는 48명(18.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대상자들 중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시상하부의 포만중추에 포만감 신

호가 전달되기도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여 과식을 할 수 있

고 비만일 경우 식사속도가 빠르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식사

속도와 관련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식사 시 다른 행동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TV를 본다’

가 60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태도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식사만 한다’가 55

명(34.4%), ‘이야기를 한다’가 42명(26.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의 과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66명

(41.3%)이 스트레스 후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스

트레스 조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Table 4>.

4. 식품 섭취 빈도

각 식품군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단백질 식품은 104명(65.0%)이 ‘일주일에 3-4

회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25명(15.6%)은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 식품은 ‘거의 매일 먹는다’는

<Table 3> Diet history of subjects

Variables N(%)1)

Weight control 

experience

Yes 92(58.2)

No 66(41.8)

Duration of

weight control 

<1 week 21(22.9)

1-2 week 18(19.6)

2 weeks- a month 20(21.7)

>a month 32(34.8)

Weight control 

method

Exercise 49(53.3)

Diet therapy 24(26.1)

Starvation 6(6.5)

Medical 11(12.0)

Others 2(2.2)

Reason of

weight control

For heath 101(63.9)

Control of disease 24(15.2)

Appearance 22(13.9)

Others 11(7.0)

Control of meal 

amount for

weight control

Much more 6(3.8)

Much 52(32.9)

Medium 45(28.5)

Something 37(23.4)

Noting 8(5.1)

Time of

gain weight

Babyhood 2(1.3)

Elementary 3(1.9)

Adolescent 17(10.8)

After employment 14(8.9)

After marriage 8(5.1)

After retirement 4(2.5)

First delivery 23(14.6)

After second delivery 47(29.7)

After stop exercise 17(10.8)

After drug taking 7(4.4)

Others 16(10.1)

1)N: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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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75.0%)으로 가장 높았으며 8.1%(13명)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서 주식인 탄수화물

섭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소류 섭취는 ‘거

의 매일 먹는다’가 85명(53.1%)로 나타났으나 16명(10.0%)

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질식품은 104명

(65.0%)이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류도 112명(70.0%)이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거

의 매일 먹는다’도 9명(5.6%)으로 조사되었다. 과일은 ‘거의

매일 먹는다’가 84명(52.5%)인 반면 15명(7.4%)은 거의 먹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i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6가지 식품군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탄

수화물식품은 82.4%가 매일 2회 이상 섭취하였고, 단백질식

품은 38.3%가 매일 2회 이상 섭취하였다. 채소류는 68.5%

가 매일 2회 이상 섭취하였고 지방질식품은 17.0%가 매일 2

회 이상 섭취하였다. 과일은 거의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21.4%,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32.0% 였다고 보고하였다.

Nam(2006)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일, 육류, 생선, 두부, 해조류, 유제품의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므로 영양교육으로 식습관을 변

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Lee(2007)의 연구에서는

비만 관리프로그램을 총 24주 진행하였는데 12주 이후에는

식품섭취빈도수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4주 이

후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튀긴 음식

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식습관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꾸준한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신체계측 및 체성분의 변화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대상자의 프로그램 실

시 전과 후의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체중은 61.82 kg에서 60.98 kg으로,

BMI는 25.14에서 24.80으로, 허리둘레는 79.72 cm에서 77.63 cm

<Table 4> Eating habits of subjects

Variables N1)(%)

Frequency of 

breakfast

Not eating 15(9.4)

Everyday 92(57.5)

3-5 times/ week 39(24.4)

1-2 times/week 14(8.8)

Reason of

skipping

breakfast

Habitually 17(25.0)

Lack of appetite 12(17.6)

No time 21(30.9)

For weight control 7(10.3)

Taking snacks 6(8.8)

Others 5(7.4)

 Speed of meal

Slow (>25 min) 14(8.8)

Normal (11-24 min) 90(56.3)

Fast (<10 min) 56(35.0)

Behaviors with 

meal

Eating only 55(34.4)

Reading newspapers or book 3(1.9)

Watching TV 60(37.5)

Talking 42(26.3)

Feeling of hunger 

before the meal

Little 21(13.1)

A little 117(73.1)

Too much 22(13.8)

Overeating during 

times of stress

Much more 20(12.5)

Much 46(28.8)

Medium 43(26.9)

Something 41(25.6)

Nothing 10(6.3)

1)N: 160

<Table 5> Intake frequency of six food group per week

Variables N1)(%)

Protein

(meat, fish, chicken, ham, 

sausage, egg, milk etc)

Do not eat hardly 25(15.6)

3-4 times 104(65)

Eat almost everyday 31(19.4)

Carbohydrate

(rice, noodle, sujaebi etc)

Do not eat hardly 13(8.1)

3-4 times 27(16.9)

Eat almost everyday 120(75.0)

Vegetable

(cooked vegetable, salad, 

vegetable soup etc)

Do not eat hardly 16(10)

3-4 times 59(36.9)

Eat almost everyday 85(53.1)

Foods using oil

Do not eat hardly 104(65)

3-4 times 50(31.3)

Eat almost everyday 6(3.8)

Fruits

Do not eat hardly 15(9.4)

3-4 times 61(38.1)

Eat almost everyday 84(52.5)

Instant foods

Do not eat hardly 112(70)

3-4 times 39(24.4)

Eat almost everyday 9(5.6)

1)N: 160

<Table 6> Changes of anthropometric indices and body composition

Category
Total

t-value
Before After

Weight (kg) 061.82±8.751) 60.98±8.60 5.69***2)

BMI (kg/m2) 25.14±3.06 24.80±2.96 5.28***

Body fat (%) 32.35±5.26 31.82±5.29 1.93

Waist circumference

(cm)
79.72±8.16 77.63±8.65 4.19***

N: 94
1)Mean±SD
2)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rogram by Paired t-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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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 체지방률은 32.35%

에서 31.8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만위험군에 속

하였다.

<Table 7>은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를 BMI

지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과체중(BMI 23-24.9)

그룹과 비만그룹(BMI 25 이상)에서는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고(p<0.001), 정상체중(BMI 18.5-22.9)그룹에서는 약

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MI의 변화를 보

면 과체중군은 24.05에서 23.67로 비만군은 27.48에서 27.06

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 정상군에서는 거의 변

화가 없었다. 체지방률의 경우는 정상, 과체중, 비만군 모두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허리둘레의 변

화는 과체중군(p<0.01), 비만군(p<0.05)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이를 통해 비만관련 신체계측치의 변화는 정상체중

인보다 과체중과 비만 여성에게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

나 체지방률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일반

적인 영양교육과 운동요법으로는 비만도 개선에 한계가 있

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상담과 식단조절이 추가적으

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Choi(2009)와 Kim(2009)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후에 체중, BMI, 체지방률이 유

의적으로 감소(p<0.001)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성인여성 57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중, BMI, 체지방량,

체지방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내장지방량과 피하지

방량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

는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저열량, 저탄수화물 및 고단

백질의 영양중재와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체중(4.9%),

BMI(5.1%), 체지방률(6.0%), WHR(1.8%)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여 본 연구보다 비만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은 비만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여성이었고,

<Table 7> Changes of anthropometric indices and body composition by BMI

Items Category N Before After t-value

Weight (kg)

Normal1) 21 053.69±3.884) 53.37±4.24 1.02

Overweight2) 28 59.55±4.92 58.60±4.92 4.11***5)

Obese3) 45 67.12±8.94 66.11±8.83 4.33***

BMI

Normal 21 21.59±1.00 21.47±1.16 0.80

Overweight 28 24.05±5.98 23.67±0.57 3.76***

Obese 45 27.48±2.61 27.06±2.54 4.40***

% Body fat

Normal 21 27.41±4.22 26.37±4.48 1.22

Overweight 28 30.87±3.59 30.34±3.41 1.04

Obese 45 35.62±4.34 35.22±4.00 1.09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21 72.90±4.55 70.69±5.73 7.91

Overweight 28 77.17±4.62 74.58±5.09 2.97**

Obese 45 84.58±8.30 82.87±8.47 2.31*

1)BMI 18.5-22.9
2)BMI 23-24.9
3)BMI ≥25
4)Mean±SD
5)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rogram by Paired t-test

*p<0.05, **p<0.01, ***p<0.001

<Table 8> Changes of anthropometric indices and body composition by employment status

Items Category N Before After t-value

Weight (kg)
Employed 23 1)63.82±7.971) 63.13±7.64 2.07

Unemployed 71 61.44±9.10 60.59±8.98 5.06***2)

BMI
Employed 23 25.38±3.16 25.14±3.01 1.76

Unemployed 71 25.09±3.13 24.73±3.04 4.73***

% Body fat
Employed 23 31.91±5.12 31.84±5.83 0.12

Unemployed 71 32.36±5.42 31.67±5.26 2.06*

Waist circumference

(cm)

Employed 23 79.32±8.81 77.43±9.15 1.86

Unemployed 71 79.79±8.17 77.72±8.81 3.46**

1)Mean±SD
2)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rogram by Paired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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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과 상담 및 식사일지를 통해 본인 스스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비만 개선효과가 다소 떨어진 것

으로 보인다.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후에도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시

급하다.

<Table 8>은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를 직

장인과 비직장인(주부포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비직장인군의 경우 체중이 61.44에서 60.59로, BMI가 25.09

에서 24.73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01), 직장인군

은 체중과 BMI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체지방률은 직장인군이 32.36에서 31.67로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비직장인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

다. 허리둘레의 변화는 비직장군이 79.72 cm에서 77.72 cm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직장인군의 체중과 BMI가

사전검사에서도 높게 나타났고 사후 감소비율이 비직장인군

에 비해 낮았다. 직장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침을 거

르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편의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데(Lee

& Yoon 2013) 이로 미루어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체중관

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근래 보건소 등 공공

기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

이 실시되고 있으나(Kim & Um 2004; Moon et al. 2007;

Kim & Suh 2008; Kim et al. 2009; Kim & Kim 2010;

Lee et al. 2012), 직장인의 근무여건상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본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참여를 권

장하기 위해 야간에 실시되어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한 직

장인은 23명(24.5%)이었지만 직장인들의 비만도 개선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직장인들은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고, 참여율 저하는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프로그램 효과와의 상관

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참여율이 높을수록 체중감량과 식사

의 질 개선, 혈중지질 농도 및 기초체력 향상에 더 큰 효과

를 보였다(Lee et al. 2010). 따라서 직장인의 참여가 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영양지식의 변화

체중조절 프로그램 참가자 중 영양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수준의 변화를 <Table 9>에 나타내었

다. 설문지의 내용은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 영양소

의 역할과 기능, 비만과 관련된 지식 등 1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영양지식 점수는 8.01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9.03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이는 Kim(2010)의 연구에

서 12주 매회 1시간의 영양교육으로 영양지식 점수가 8.64

에서 9.44로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hoi et al.(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후 비만과 영

양소 관련 영양지식에 관한 정답률이 15문항 중 10문항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육이 영양지식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MI 지수로 분류한 그룹에서는 영양교육 후 비만군의 점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01), 정상과 과체중군에서

도 영양교육 후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으로 분류한 경우 중졸이하와 고졸이하

군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졸이하군은

6.0에서 8.45로 점수가 많이 상승하였다. 대졸이상군은 사전

점수가 8.87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프로그램 후에는

9.64로 모든 군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를 통해 학력이 높

은 경우 영양지식도 높다고 볼 수 있고, 영양교육의 효과는

학력이 낮은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Lee &

Yoon(2013)의 연구에서 부산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양지

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13.78±3.19(20점 만점)이었

고, 최종 학력이 높으면 영양지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9> Changes of nutrition knowledge score

Items Category
Nutrition knowledge score

t-value
Before After

BMI

Normal 1)7.20±2.001) 8.60±2.50 -2.1

Overweight 8.34±2.28 9.04±2.05 -1.8

Obese 8.02±2.02 9.25±1.87 -4.1***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00±2.00 8.45±1.50 -3.9**

High school 8.07±2.07 9.10±1.74 -2.9**

≥College 8.87±1.78 9.64±2.05 -2.3*

Employment status
Employed 8.76±2.01 9.41±2.15 -1.5

Unemployed 7.85±2.09 8.94±2.03 -4.0***

Total 8.01±2.11 9.03±2.02 -4.49***

N: 94
1)Mean±SD
2)Significa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rogram by Paired t-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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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장인과 직장인으로 분류한 경우 비직장인군은 7.85에

서 8.94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01), 직장인군의 영

양지식 점수는 8.76에서 9.41로 다소 증가하였다. 과체중 및

비만 직장인 대상으로 한 체중프로그램에서 영양교육을 실

시한 결과 영양지식 총점(15점 만점)이 남자 그룹에서는 8.56

에서 10.16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p<0.05) 여자 그룹

에서는 9.78에서 10.21로 약간 증가였는데(Han et al. 2013)

여성 직장인의 경우 남성 직장인에 비하여 교육 전 영양지

식 수준이 더 높지만 단기간의 영양교육으로는 지식이 향상

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는 대부분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불규칙한 식생활

을 하고 있으므로 직업을 가진 여성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포함한 직장인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의 영양교육 개

발이 필요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성인 여성

을 대상으로 운동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병행한 체중조절 프

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160명)의 일반적 특

성과 체중조절 내력, 식습관 및 식품 섭취빈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한 참가자(94명)의 체격, 체성분 및

영양지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48.1세고, 학력은 중졸이하가 28

명(17.5%), 고졸이하 61명(38.1%) 대졸이상이 71명(44.3%)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130명

(81.3%)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직업분포는 주부가 100

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기술직이 23명(14.4%),

전문관리직 20명(12.5%)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76명(47.5%), 월 2~3회 음주가 34명(40.5%),

월 1회 이하가 33명(39.3%)이었으며, 대상자의 47.5%가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92명(58.2%)이고,

주로 사용한 체중감량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약물이용, 단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의 이유는 건

강유지(63.9%), 질병치료(15.2%), 외모(13.9%)의 순이었다.

비만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두 번째 출산 직후라고 답한 경

우가 47명(29.7%), 첫출산 직후가 23명(14.6%)으로 나타나

출산 후에 가장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3. 아침식사 결식 여부는 ‘거의 매일 식사한다’가 92명

(57.5%), ‘하지 않는다’가 15명(9.4%)으로 나타났으며 결식

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30.9%, ‘습관적으로’가 25.0%,

‘식욕이 없어서’가 17.6%로 나타났다. 식사속도는 90명

(56.3%)이 ‘보통(11-24분)’이었으나 ‘10분 미만’인 경우도 56

명(35.0%)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식행동과 관련

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식품군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단백질 식품은 65.0%

가 일주일에 3~4회 섭취하였고, 15.6%는 거의 먹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 식품은 75.0%가 거의 매일 섭취

하였지만 8.1%는 거의 먹지 않았다. 채소류는 53.1%가 거의

매일 먹었고 10.0%는 거의 먹지 않았다. 지방질식품은

65.0%가, 인스턴트 식품류는 70.0%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도 3.8%와 5.6%였다.

과일은 52.5%가 거의 매일 섭취하는 반면 7.4%는 거의 먹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식품섭

취를 하고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므로 맞춤형 영양교육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5.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자들의 체중은 61.82 kg에서

60.98 kg, BMI는 25.14에서 24.80, 허리둘레는 79.72 cm에

서 77.63 cm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과체중과

비만군에서 체중, BMI,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비직장인군의 경우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직장인군은 체중과 BMI가 약간 감소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영양지식의 변화

영양지식 점수는 8.01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에 9.03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특히 비만군의 영양지식 점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01), 중졸 이하군은 6.0에

서 8.45로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비직장인군은 7.85에서

8.94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01), 직장인군의 영양지

식 점수는 사전조사에서 비직장인군에 비해 높았으며 영양

교육 후에도 다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운동과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을 병행한 건

강프로그램은 성인여성의 체중,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를

감소시켜 비만도가 개선되었고, 영양지식 수준도 향상되었

다. 프로그램 참가자 160명 중 직장인은 50명(31.3%)이었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한 참가자 94명 중 직장인은 23명

(24.5%)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야간에 진행하여 근무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참여시켜 보다 다양한 인구집단

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

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직장인군에서 비만지

수 효과는 낮게 나와 앞으로 직장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

강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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