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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30세 이상의 보건소 건강교실에 자발 으로 참여한 여성을 상으로 사증후군 개선을 

한 운동과 양 로그램으로서 교육 재 로그램의 제공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 치

한 보건소 비만클리닉 참여자 400명  12주간의 비만 클리닉 로그램을 이수한 120명의 여성을 상으로 하 다. 

운동  양 로그램으로 구성된 건강교실 로그램을 매주 1일, 운동과 양 각 1시간씩 12주간 실시하여 보건소 

건강교실 참여자의 사증후군 험요인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재 , 후의 사증후군 험인자와 형태요

인 변화량과 변화율 분석을 통하여 사증후군과 질병발병 험율의 개선 여부를 검증하 다. 주1회, 회당 2시간, 

12주간의 건강교실 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가자들의 허리둘 (p＜.001), 수축기 압(p＜.001), 이완기 압(p

＜.001), 체질량지수(p＜.001) 감소를  확인하 다. 한 50  이후 연령 에 비해 50  이  연령 에서 체 (p

＜.01), 허리둘 (p＜.05), BMI(p＜.01), 지방량(p＜.05)가 더 많이 감소하 다. 

• 주제어 : 사증후군, 건강증진, 질병 험, 보건소, 여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as a nutrition program and exercise for the improvement of metabolic syndrome in women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health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over 30 years of a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women who completed the 12 - week obesity clinic program among the 400 obesity clinic 

participants in the northeastern of Seoul. Exercise and nutrition programs were administered on a daily 

basis for 1 hour every week for 12 hours with exercise and nutrition for 1 week to assess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on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in health program. The metabolic syndrome and 

the risk of the disease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change magnitude  

and change rate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Waist circumference(p  <.001), systolic blood pressure 

(p <.001), diastolic blood pressure (p <.001) and body mass index (p <.001) decreased during the 12 - week 

health program. Body weight (p <.01), waist circumference (p <.05), BMI (p <.01) and fat mass (p <.05) 

decreased more in the age group below 5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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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란 동일인에게서 

압상승, 체 증가, 이상지질 증, 인슐린 항성의 상

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1]. 사증후군은 정상

인에 비해 심 질환, 뇌졸 , 제2형당뇨, 그리고 고

압과 같은 비감염성 만성질환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2, 3, 4, 5], 골 염과의 상 계도 보고되고 있

어[6], 방이 매우 요하다., 방과 치료를 한 리 

원칙 에 하나가 체 조 로서 신체활동과 식습  조  

등의 생활행태 개선이 권고되고 있다[7]. 우리나라의 

사증후군 인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백인의 경우 남녀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으나, 아 리카 아메리카 여성은 남성에 비해 

57%, 멕시코 아메리칸은 26%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한민국은 여성의 사증후군 유병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폐경이후 

사증후군 험율이 60%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 년이후 여성 상의 사증후군 방  리 로

그램의 요성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9]. 국내외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운동 참여

가 사증후군 방과 유병율 개선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11, 12, 13, 14, 15].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재된 로그램의 내용이 주3일 이

상 로그램을 소규모 집단을 상으로 면 형태의 직

 운동 로그램을 지도하기 때문에,  국민을 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에는 합하지 않다. 

운동 지도 서비스가 공공 로그램으로서 장에 확산되

기 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신체활

동  운동의 효과성과 더불어 로그램 확산을 한 경

제성도 함께 검토할 시 이 되었다. 

확산 로그램 개발을 해서 국민들이 생활행태를 

개선하여 신체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를 부여하는 확산 가능한 국가 단 의 건강교육 로그

램 개발과 시행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

부는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국 보건소에서 사증후군 등 건강 험군에 한 만성질

환 방  리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16],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사증후군 리사

업지원단을 통해 서울시 25개 보건소 사증후군 리센

터를 설치하고 사증후군 진단  운동과 양 상담 서

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17].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사증후군 리사업은 개인의 사증후군 수 에 따라 3개

월, 6개월, 12개월의 기간을 두고 운동  양 상담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형태로[18]신체활동참여 효과 지속에 한

계를 드러내고 있어 상담과 같이 정보제공 서비스와 더

불어 집 인 재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19]. 

한 보건복지부 주 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

우에는 사증후군 리 매뉴얼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

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해서는 생활행태 개선 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효과성과 더불어 경제성을 확보할 때 가능하므로 

표 화된 재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모

든 국민을 상으로 직  신체활동 로그램을 지도한다

는 것은 재보다 더 많은 산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확산 로그램은 시간과 재원의 투자를 최소화 

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재 로그램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서울시 일개 보건소에서 주1회, 회

당 2시간의 운동  양 교육 로그램에 12주간 자발

으로 참여한 30세 이상의 여성을 상으로 운동과 양 

교육 로그램 제공이 사증후군  질병발병 개선효과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 동북지역

에 치한 자치구보건소 비만클리닉 로그램 등록자 

400명  12주간 로그램을 이수한 30  여성 12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신체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은 51.0(±10.38)세, 신장은 

156.7(±5.51)cm, 체 은 70.2(±10.60)kg, 체질량지수는 

28.5(±3.74)kg/m2, 체지방율은 38.2(±5.65)%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haracter of Subjects  

　Variables 평균(SD)
Age(year) 51.0(±10.38)

Height(cm) 156.7(±5.51)

Weight(kg) 70.2(±10.60)

BMI(kg/㎡) 28.5(±3.74)

Body fat(%) 38.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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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수집

2.2.1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사증후군 험요인의 측정은 미국콜

스테롤교육 로그램(NCEP)의 성인 치료 원단Ⅲ의 권

고항목인 복부비만, 공복 당(fasting blood sugar), 성

지방(Triglyceride),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그리고 안정시 압을 측정하

다[20]. 사증후군 험요인의 측정을 하여 모든 연구

상자에게 10시간 부터 물 이외의 식사와 카페인, 알

콜 섭취 제한과 측정  운동과 작업 참여도 지하도록 

권유하 다. 복부비만의 측정은 복부둘  측정으로 평가

하 다. 복부둘 는 피험자를 바른 자세로 세우고, 긴장

을 푼 상태에서 자로 배꼽부 를 평행하게 측정하여 

소수  1번째 자리까지 평가하 다. 안정시 압은 자동

자 압계(Biospace, Korea)를 사용하 으며 2회 측정

하여 평균값으로 평가하 다. 인슐린 항성(Insulin 

resistance)의 측정지표인 공복 당과  이상지질 증의 

평가지표인 성지방과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 검사는 

채 된 액을 항응고처리된 모세  튜 (Heparined 

capillary tube; Chase, USA)에 채집하고, 항응고처리된 

액을 액분석기(Cholestech LDX)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채 은 보건소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액분석은 임상병리사에 의해 처리되었다. 사 , 사후 검

사의 내용과 차는 동일하게 진행하 다. 

2.2.2 인체계측방법 (Anthropometric method)
신장과 체 은 자동신장체 측정기(Biospace, BSM 

330, Korea)를 이용하여 소수  1번째 자리까지 측정하

다.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측정된 신장을 

미터로 환산한 후 제곱한 값으로 체 을 나 어 계산하

다(kg/m2).

2.2.3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사증후군의 진단기 은 <Table 2>에서 제시된 바

와 복부비만을 제외한 나머지 험요인은 NCEP/ATPⅢ 

권고기 으로 진단하 으며, 복부비만은 한비만학회

에서 권고하고 있는 복부비만기 을 용하여 진단하

다[21]. 5개의 사증후군 험기   3개 이상이 진단

기 을 과할 때 사증후군으로, 1-2개의 경우 경계군

으로, 험요인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정상군으

로 분류하 다. 사증후군 개선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사 , 사후 험요인별 변화율을｛（ 재사  측정치-

재사후 측정치/ 재사  측정치）×100｝산식을 이용하

여 험요인별 개선율을 평가하 다. 사증후군 집단별

로 사 -사후 재 로그램 간 변화(이동) 황 분석을 

하여 사증후군 집단 간 재 후 빈도분석을 통하

여 집단 간 사증후군 변화 황을 분석하 다.  

<Table 2> metabolic syndrome criteria

Risk factor Criteria
Abdominal obesity W. C. ≥85cm

Dyslipidemia
HDL-C  ＜50㎎/㎗

TG  ≥ 150㎎/㎗ 

Elevated blood pressure
systolic BP≥130 or 

Diastolic BP ≥85mmHg 

Insulin resistance FBS ≥100㎎/㎗ 

W. C. : Waist Circumference

F.B.S : Fasting blood sugar

2.2.4 질병발병 위험 분류
제2형 당뇨, 고 압, 심 계에 한 질병 험 분류 

기 은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체질량지수와 

복부둘 를 근거하여 분류하 다. 체질량지수(BMI) 기

은 성인의 체 과 비만 규명, 평가  치료 문 원단

(The expert panel on the identifica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adult)에서 제시

한 기 을, 복부비만은 NCEP/ATPⅢ에서 권장한 복부

비만 기 을 신하여 우리나라 성인을 기 으로 한비

만학회에서 권장한 허리둘 를 기 으로 질병 험도를 

분류하 다[21].

<Table 3> Classification of disease risk based on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

BMI
(kg/m2)

W. C.
＜85cm

W. C.
≥85.0cm

Under weight ＜18.5 - -

Nomal
18.5

-24.9
- -

Over weight
25.0

-29.9
Increased High

Obesity

Ⅰ
30.0

-34.9
High Very hugh

Ⅱ
35.0

-39.9
Very high Very high

Ⅲ ＞40.0
Extremely 

hugh

Extremely 

high

W. C.: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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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재 프로그램

건강교실 로그램의 재 로그램은 운동과 양교

육 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재 로그램은 해당 보

건소 강당에서 제공되었다. 재 로그램 제공 빈도는 

12주 동안 매주 요일에 제공되었다. 재 로그램의 

내용은 운동과 양 교육 회당 1시간씩 총 2시간으로 구

성되었다. 구체 인 교육내용은 <Table 4>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운동교육은 발 식과 수료식 특강을 포함하여 

이론교육 3회, 근력강화  유산소 운동, 산행 등의 실기

교육 7회 등 10회의 교육 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근력강

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Borg의 6-20 운동자각

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기 으로 운동직후 참

여자들이 12-14정도의 운동자각도를 느끼는 정도의 

강도로 설정하 다. 실기교육은 다음 교육시간까지 가정

과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신의 체

을 이용한 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제공하 다. 양교육은 체

조 식사요업, 운동 후의 양섭취, 식품교환표 알아

보기, 설탕과 소 섭취, 요요 상 방을 한 식사조  

등의 내용으로 이론교육이 총 6회, 스트 스 리를 한 

교육이 2회 제공 되었다. 공통 로그램으로 북한산 둘

코스에서 2시간 소요시간이 소요되는 산행을 2회 실시하

다. 운동교육의 지도강사는 건강운동 리사( 1 생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자를, 양교육은 서울시 양사

회 소속의 문강사가 담당하 다.  

<Table 4> Health program contents 

week Exercise Nutrition Education
1 Orientation and special lecture

2 Health related exercise  Exercise and Diet trend

3 Strength training1 Stress Management 1

4 Tracking 1

5 Strength training2 Diet for weight control

6 Strength training3 Exercise related food intake 

7 Strength training4 Diet training

8 Tracking 2

9 Aerobic exercise1 Consumption of sugar and salt

10 Aerobic exercise2  Stress Management 2

11 Aerobic exercise3  Yo-Yo diet syndrome

12 Graduation and special lecture

2.4 통계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8.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  사증후군 련특성은 빈도와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사 , 

사후 측정별 재 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이하여 응

표본 t-검증을, 연령 간 재 변화율 차이 검증을 하

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사증후군 집단별로 

사 -사후 재 로그램 간 개선(변화) 황 분석을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유의 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12주의 건강 로그램 제공 , 후간 사증후군 험

인자를 비롯한 측정변인별 결과 비교는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체 (p＜.001), 복부둘 (p＜.001), 수

축기 압(p＜.001), 이완기 압(p＜.001), 체질량지수(p

＜.001), 근량(p＜.001), 지방량(p＜.01), 체지방율(p＜.001)

이 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복 당, 성지방,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은 재 ,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요인  재 , 

후의 변화율은 수축/이완 압(4.9/4.8%), 근량(4.6%), 체

지방율(3.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0 를 기 으로 

재 , 후의 사증후군 험인자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 (p＜.01), 복부둘

(p＜.05), 체질량지수(p＜.01), 지방량(p＜.05)는 50  

미만의 연령 에서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주의 건강 로그램 제공 , 후간 사증후군 유병

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정상군은 재  7명(5.8%)에서 재 후에는 9명

(7.5%)으로 1.7%, 경계군은 60명(50.0%)에서 76명

(63.3%)으로 13.3% 증가하 다. 반면 사증후군은 53명

(44.2%)에서 35명(29.2%)로 15% 감소하 다.  12주의 건

강 로그램 제공 , 후간 질병발병 험율 변화 비교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상군은 재 

 12명(10.0%)에서 16명(13.3%)로 3.3%, 험증가군은 

18명(15.0%)에서 20명(16.7%)로 1.7%, 험군은 52명

(43.3%)에서 55명(45.8%)로 2.3% 증가하 다. 반면 고

험군은 37명(30.8%)에서 28명(23.3%)로 9명(7.5%)감소

하 으며 최고 험군은 변화가 없었다. 12주의 건강 

로그램 제공 , 후간 질병발병 험수 과 사증후군 

수  변화는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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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of disease risk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by Groups. mean(SD)  

Variables Pre Post Δ(%) t p-value
Weight(kg) 70.2(±10.6) 68.1(±9.71) 2.8(±3.81) 7.590 .000

W.C(cm) 92.6(±8.77) 90.3(±7.72) 2.4(±4.71) 5.823 .000

SBP(mmHg) 127.7(±17.50) 120.5(±14.67) 4.9(±10.81) 5.572 .000

DBP(mmHg) 80.6(11.31) 76.1(9.25) 4.8(±10.54) 5.866 .000

FBS(mg/dl) 95.2(±13.84) 96.2(±12.04) -2.0(±11.58) -.919 .360

TG(mg/dl) 134.3(±65.20) 128.7(±71.34) -5.0(±48.64) .843 .401

HDL-C(mg/dl) 48.9(±12.02) 48.6(±12.63) -1.0(±19.74) .365 .716

BMI(kg/m2) 28.5(±3.74) 27.7(±3.51) 2.4(±4.06) 6.370 .000

Muscular mass(kg) 25.4(±5.58) 24.1(±5.02) 4.6(±8.39) 6.081 .000

Fat mass(kg) 25.0(±6.15) 24.4(±5.41) 1.6(±6.64) 2.950 .004

Body fat %(%) 38.2(±5.65) 36.7(±5.52) 3.7(±7.26) 5.975 .000

W. C.: Waist Circumference

그램을 통해 질병발병 험수 이 2단계 개선된 사례가 

3명(2.5%), 1단계 개선된 사례가 23명(19.2%)으로 총 26

명(21.7%) 질병 발병 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오히려 10명(8.3%)은 질병 발병 험이 증가하 다. 

나머지 84명(70.0%)는 험수 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증후군 험수 이 개선된 사례는 

31명(25.8%)이었으며, 재  보다 험이 증가한 경우

는 14명(11.7%)으로 나타났다. 75명(62.5%)은 재 , 

후 차이가 없었다.

<Table 6> The Comparison of disease risk and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between Groups.

평균(SD)

Variables ＜50’(n=43) ≥50’(n=77) t p-value

Weight(kg) 4..2(±4.73) 2.1(±2.95) 2.712 .009

W.C(cm) 3.8(±5.02) 1.6(±4.39) 2.396 .018

SBP(mmHg) 6.9(±11.26) 3.7(±10.46) 1.520 .131

DBP(mmHg) 4.7(±12.94) 4.8(±9.02) -.079 .937

FBS(mg/dl) .1(±11.95) -3.2(±11.28) 1.500 .136

TG(mg/dl) -7.3(±52.95) -3.6(±46.37) -.397 .692

HDL-C
(mg/dl)

-3.8(±20.51) .5(±19.25) -1.147 .254

BMI(kg/m2) 4.0(±4.71) .1.5(±3.36) 3.101 .003

M. M(kg) 5.7(±9.07) 4.0(±7.98) 1.078 .283

Fat mass(kg) 3.5(±6.65) .6(±6.47) 2.312 .023

Body fat 
%(%)

4.7(±6.52) 3.1(±7.64) 1.169 .245

W. C.: Waist Circumference

M. M. :muscular mass

 

<Table 7> The Comparison of metabolic syndrome risk 

grade between Groups. 

Grade
Pre Post

n(%)
Normal 7(5.8) 9(7.5)

Risk 60(50.0) 76(63.3)

Metabolic 
syndrome

53(44.2) 35(29.2)

Total 120(100.0) 120(100.0)

<Table 8> The Comparison of disease risk grade between 

Groups.

Grade
Pre Post

n(%)
Normal 12(10.0) 16(13.3)

Increased risk 18(15.0) 20(16.7)

 High Risk 52(43.3) 55(45.8)

Very High risk 37(30.8) 28(23.3)

Extreme risk 1(.8) 1(.8)

Total 120(100.0) 120(100.0)

<Table 9> Change of improvement level.

Improvement level
Risk of 
Disease 

Metbolic 
syndrome

n(%)
Decreased 2 risk level 3(2.5) -

Decreased 1 risk level 23(19.2) 31(25.8)

Maintain 84(70.0) 75(62.5)

Increased risk 10(8.3) 14(11.7)

Total 120(100.0) 1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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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지속 인 신체활동  운동의 참여가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약 

효과 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재 로그램을 구성한다

면 가능한 많은 재원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 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들의 범 가 제한 이라는 큰 단 을 지니고 

있다. 사회는 신체활동과 운동이 국민을 기본 인 

권리로 인식하는 시 이다. 신체활동 서비스가 공공재로

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수 으로 

재 로그램이 표 화되어야만 한다. 신체활동부족은 다

른 흡연과 음주와 같은 생활행태와 달리 일정시간동안 

신체활동에 참여했더라도 지속 인 동기부여, 신체활동 

참여에 한 이익이 없다고 단되면 원래의 미신체활동 

행태로 복귀하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기 때

문에 신체활동 참여자에 해서도 지속 인 동기부여를 

한 재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증후군 리사업은 보다 많은 서울시

민의 사증후군 리를 해 상담 심의 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기간간의 재기간이 최단 3개

월로서, 지속  참여자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활동 참여율과 사증후군 개선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재 보건소 등의 공공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 로그램이 민간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공되는 로그램 보다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신체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동

기가 부여될 수 있는 지에 한 검증 과정은 신체활동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12주간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30세 이상의 

건강교실 참여자를 상으로 운동과 양 로그램을 매

주 1시간씩 제공하여 사증후군과 질병발병 험도의 

개선정도를 검증하여 국민 건강증진사업으로서의 

재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 결과 12주의 재 로그램을 통해 체 , 복부

둘 , 수축기, 이완기 압, BMI, 근량, 지방량, 체지방량

의 행태요인을 심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

구와 같이 여성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김은정과 황혜진(2010)이 부산시 보건소에서 과체  이

상인 30세 이상 년여성 53명을 상으로 양교육은 

비만 특강(1시간)을 시작으로, 소그룹별로 4주간 매주 1

회, 운동 교육은 4주간 매일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실

시한 결과 참여자의 체 , BMI, 허리둘 , 엉덩이둘 , 

공복 당, 성지방의 농도는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22], 이희승 등(2010)은 44명의 비만여성을 상으로 12

주간 주1회의 양교육과 주3일의 운동교육으로 구성된 

재 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체 , BMI, %FAT, WHR

이 유의한 감소와 HDL-cholesterol, 압, total 

cholesterol, LDL-C, 성지방의 감소를 보고하 다[11]. 

김시화 등은(2014) 체질량지수 23kg/m
2 이상의 사증후

군 험요소를 가진 년 여성 46명을 상으로 건강교

육과 조리실습, 운동 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복합 인 

체 리 로그램을 6개월간 실시한 결과 체 과 체질량

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률, 당과 LDL-콜 스테롤이 유

의하게 감소, HDL-콜 스테롤과 제지방량은 유의하게 

증가하 다[7]. 김종휴 등은(2013) 비신체활동군이면서 

BMI 25㎏/㎡ 이상이며 체지방률 30%이상인 40∼50 의 

비만 년여성 30명을 상으로 최 심박수 40~70%의 

강도로 주 5회, 1회 80분의 운동을 12주 실시한 결과 신

체조성, 압이 감소하 다[8]. 본 연구결과 재 로그

램 , 후간의 사증후군 험인자와 질병발병 험 요

인의 변화율을 조사한 결과 체 (2.8%), 허리둘 (2.4%), 

수축기/이완기 압(4.9/4.8%), BMI(2.4%), 근량(4.6%), 

체지방율(3.7%)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도 등(2011)이 비만 년여성 34명을 상으로 벨리

스 로그램 양교육 로그램은 양교육과 개별 상

담으로 나 어 총 4회를 12주간 실시하여 체 (5.53%) 

체지방률(9.51%) BMI(5.61%), TG(13.50%) TC(9.51%) 

LDL-C(10.43%)이 감소한 결과[6]와 비교했을 때 감소율

이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차이는 

김경도 등의 연구에서  운동 재 로그램의 빈도가 주

당  3회 으며 운동강도도 최 심박수의 60~85%로 , 

고강도 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이러한 

재 후의 변화율이 사증후군이 격하게 증가하는 50

를 기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결과 체 , 복부

비만, 체질량지수, 근육량이 30-40 가 50 -60  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은 나이에 재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로 단된다. 여성의 사증

후군이 50  이후에 격하게 증가하므로 부분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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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50  이후 여성들에게 집 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효과성을 고려할 때 30-40  여성을 상으로 로

그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재 로

그램 , 후간 사증후군 유병율의 변화는 재 에 참

여자의 53명이 사증후군이었으나 재 후에는 35명으

로 18명(15%)감소하 으며, 경계군은 16명, 정상군은 2

명 증가하 다. 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 를 통해 구

한 질병발병 험수 의 재 로그램 , 후 변화는 고

험증가군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 감소하여 7.5%감

소하 으며, 험군은 3명, 험증가군은 2명, 정상군은 4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질병발병 험 수 과 사증후군 험 수

의 개선정도를 조사한 결과 질병발병 험의 경우 험도

가 1단계 개선된 참가가가 23명으로 19.2% 증가하 으며 

험도가 2단계 개선된 참가자도 3명이나 되었다. 반면 

10명은 험수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증후군

의 경우 31명(25.8%)은 험도가 개선되었으나 14명

(11.7%)은 험수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재 빈도가 낮아 재 

로그램이 일상생활의 생활행태 개선으로 이어지거나 유

지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에서 제공된 재 로그램의 특징은 서울시 사증후

군사업 안내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체활동량을 로그

램 운 시간내에서 권장 에 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램 제공 빈도를 주 1회로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을 통해 각자의 신체활동과 건강수  그리고 체력상

태에 따라 생활터에서 개인에게 한 신체활동을 선택

하고, 운동교육은 참가자들이 생활터인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산소  항성 트 이닝 방법을 교육하 으

며, 양 교육은 사증후군 방과 개선을 한 식단 조

을 심으로 재 로그램을 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내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  재 로그램의 

주당 운동빈도는 3일, 기간은 8주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

다[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분의 로그램이 

이 게 구성되는 것은 건강증진을 해 권장되는 운동빈

도가 , 강도인 경우 5회, , 고강도인 경우 주3회 이

상으로, 그리고 로그램 기간은 8주 이상으로 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빈도와 로그램 운 기간이 크고, 구성내용이 많

으면 많을수록 질병개선 효과는 크지만 확산 로그램으

로서 효용성은 작아진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건강증진에 

효과가 검증된 신체활동 로그램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

게 제공되기 해서는 공공 기 의 로그램을 통해 제

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과 인력 공 에 제한이 있

는 공공기 에서 재 로그램을 통해 3일-5일이상의 

신체활동 재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면 서비스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상은 그만큼 어져 확산 로그램으

로서의 효용성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

국 공공기 의 재 서비스는 재의 로그램 운  시

간 내에 권장 신체활동량을 모두 소비 하는 형태가 아닌, 

자신의 생활터인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권장 신체활동

량 소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

는 재 로그램으로 기획되는 것이 한 략이라고 

사료된다. 단, 본 논문의 결과는 통제군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므로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한 신체활동 서비스

를 제공하는 표  공공기 의 하나인 보건소의 건강

교실 운 이 사증후군과 제2형당뇨, 이상지질 증, 고

압 등의 유병율에 미치는 향 검증을 목 으로 수행

되었다. 

12주간 보건소 건강교실 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 

 양 교육을 제공한 후에 피험자들의 체 , 복부둘 , 

수축기/이완기 압, 신체질량지수(BMI), 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량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 다. 한 사증후군 

발병이 격이 증가하는 50 를 기 으로 사증후군  

질병 유병율 인자의 변화(개선)도를 비교한 결과 50  이

하 연령 에서 체 , 복부둘 , 신체질량지수, 지방량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12주 보건소 건강교실 로그램을 통해서 사증후군 

유병율의 재 후 변화는 44.2%에서 29.2%로 감소하

으며, 질병발병 험도의 재 후 변화는 고 험군

이 30.8%에서 23.3%로 감소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서 공공기 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1회 로그램을 통해

서 사증후군과 질병 험율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으며, 가능한 사증후군 발병이 증가가 시작되는 50

 이 에 재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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