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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od consumption monitoring based on a digital pho-
tography method using a mobile phone on food consumption and weight reduction. Eighteen female college 
students (＞30% body fat) participated in the weight control program using a mobile-phone for 4 wks. The 
energy intake was reduced significantly after 3 wks compared to baseline (P＜0.05, baseline: 1,453.0 kcal, 3rd 
wk: 1,171.1 kcal, 4th wk: 1,130.8 kcal). The subjects lost 2.8 kg of body weight, 1.4% of % body fat, and 
1.1 kg/m2 of body mass index (BMI) after 4 wk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pressure 
(P＜0.001) and serum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P＜0.05, LDL-cholesterol: P＜0.01) before and after the 
self-regulated diet program. In this study, the digital photography method using a mobile-phone influenced 
weight control through trained consumption monitoring, which helps individuals reduce discrepancies between 
perceived and actual consumption levels. Therefore, effective monitoring by taking food pictures using a mo-
bile-phone can lead individuals to rely more heavily on easy-to-monitor visual cues.

Key words : mobile-phone, digital photography method, body weight, consumption monitoring

서 론

현재 비만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

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수년간 비만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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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Baek 2009; Baek & Kim 2009). 2008년 국

민 영양 조사(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2008)에 따르면 한국 성인 비만 유병률은 전

체 31.0%(남자: 35.6%, 여자: 26.5%)로 1998년 26.0%
에 비해 지난 10년간 5.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만 관련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도 크게 증가

하고 있다(Layman 등 2005; Choi 2009).
지금까지 다양한 체중 감량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방법들 중 중심이 되는 것은 식이조절이

다. 음식 섭취량은 기존의 호르몬 분비, 위의 용적

양 변화 등 물리 · 화학적 기전을 통한 내부의 생리

학적 요인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식이 

환경(environmental factors)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음식 섭취 모니터링(consumption monitoring)의 

강화로 조절할 수 있다(Rodin & McAvay 1992; 
Chang & Christakis 2002; Ledikwe 등 2005).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콜라를 먹다 보

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양의 팝콘

과 콜라를 먹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먹었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이는 영화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섭

취한 음식에 대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양을 

정확히 모니터링 한다면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 문제는 쉽게 해결할 것이다(Collins 1978; Polivy 
& Herman 2002).

체중 감량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4시간 회상법

(24-hr dietary recall)이나 식사 기록법(food record) 등
을 이용하여 식이 섭취를 조사하는데 이를 통해 실

험 참가자가 섭취한 음식의 열량을 분석할 뿐 아니

라 본인 스스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였

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Wang 
등 2002). 따라서 식이 섭취 조사 방법을 제대로 활

용하면 음식 섭취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체중 조절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분야별로 전문

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변화, 발

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기와 콘텐츠 보급으로 급속히 변화해 오

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는데 그 중 모바일 폰(mobile-phone)은 가장 

보편적인 생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김 & 강 

2010). 오늘날 대부분 모바일 폰에는 카메라가 장착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물을 촬영하

고 전송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카

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

한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으나 모

바일 폰을 이용한 식이 섭취 조사 방법에 대한 연

구(Chang & Ko 2007)를 제외하면 모바일 폰과 관련

된 영양학 또는 체중 조절 분야의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그러므로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으로 음식의 

섭취 전과 후를 촬영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확인, 저
장하고 이를 다시 관리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면 음

식 섭취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지속적

으로 이를 반복하여 촬영, 저장과 전송의 과정을 통

해 음식 섭취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결

국은 자신이 섭취한 음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확

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식사량이 감소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식 섭취 

모니터링을 강화한 단기간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

하여 실험 전후의 식이 섭취, 체중, 체지방과 혈액 

변화를 분석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으로 

음식 섭취 모니터링 강화가 체중조절에 효과적인지

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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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사나 식욕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

는 사람들로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자들로 선정하

였다. 또한 식이 섭취에 있어 이상 행동을 측정하는 

Eating Attitudes Test(Garner & Garfinkel 1979)와 우울 

증세를 측정하는 Zung Self-Rating Questionnaire(Zung 
1986) 검사 결과 각각 20, 50 이상인 자는 대상자에

서 배제하였다. 23명의 실험 지원자 중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

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2명을 제외하고 

18명의 결과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16일부터 4주 동안 실시되었다.

2. 체중조절 프로그램

실험 대상자의 평소 열량 섭취와 운동 여부를 조

사 분석한 후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 

요구량을 산출하고 각자의 체중에서 일주일에 0.5 
㎏ 감량을 목표로 하여 체중 조절 인터넷 프로그램

(www.dietcom.co.kr)을 통해 각자의 체중 감량에 필

요한 식단과 권장 운동에 대한 일정을 제공받아 자

가 조절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주 1회 비만에 대한 이해, 식이 요법, 
행동 수정 요법, 체중 감량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체중 감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언을 

위한 개인 면담이 주 1회 이루어졌다. 또한 체중 조

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 전달과 체중 조절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 메세

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3. 음식 섭취 조사 방법 및 분석

식사일지 작성법과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 

사용법 교육을 프로그램 시작 전 1시간 동안 실시

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및 간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양을 

식사 전에 촬영하도록 하였고, 식사 후에도 잔반 양

을 촬영하도록 하여, 촬영한 사진 모두를 싸이월드 

클럽(club.cyworld.com/ddwudiet)에 업로드 하도록 교

육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 식이 섭취 이미지의 관찰 

횟수와 관찰 소요 시간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바

일 폰에 저장된 음식 이미지에 대한 관찰로 인해 

섭취량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자각하도

록 하였고 음식섭취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도 매주 1
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체중조절 프로그램 동안 섭취한 열량 및 영양소

의 분석은 실험 대상자들이 클럽에 업로드한 사진

과 식사일지를 바탕으로 CAN-Pro 3.0(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6)으로 분석하였다.

4. 인체 계측

1) 신장과 체중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DS-102, Jenix Co., Korea)로 

매주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직립 자

세를 취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각각 

0.1 cm, 0.1 kg까지 측정하였으며 측정치로 표준 체

중(Ideal Body Weight, IBW), 표준 체중 백분율(Percent 
Ideal Body Weight, PIBW) 및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구하였다.

IBW=[height (cm)－100]×0.9
PIBW=[current body weight (kg)/

ideal body weight (kg)]×100
BMI=body weight (kg)/[height (m)]2

2) 체성분

체성분은 체지방 측정기(In Body 3.0, Biospace 
Co., Korea)로 매주 체지방, 제지방 등을 측정하였다. 
금속 제품을 빼고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손

발을 알코올로 닦은 후 맨발로 표시된 지점에 올라

서서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372 | 모바일 폰을 이용한 음식섭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체중조절

Characteristics Subjects (n=18)

Age (yr)  21.5±0.5

Height (cm) 161.6±1.3

Weight (kg)  66.3±2.3

BMI (kg/m2)  25.3±0.7

Fat mass (kg)  24.0±1.5

% Body fat (%)  35.6±1.1

Lean body mass (kg)  42.4±1.0

PIBW (%) 119.5±2.9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4±2.9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3.8±2.7

Wait/hip 0.814±0.006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height (m)]2. PIBW: 
percent ideal body weight, [current body weight (kg)/ideal body 
weight (kg)]×100.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 신체 둘레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는 줄자로 실험 시작 전

과 후에 측정하였다. 직립 자세로 숨을 가볍게 내쉬

고 잠깐 숨을 멈추게 한 후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허리 둘레는 골반 앞쪽 장

골능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3 cm 위

쪽을 바닥과 수평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엉덩이 둘

레와 허리 둘레는 0.1 cm까지 측정하였으며 측정치

로 허리 · 엉덩이 비율을 구하였다.

4) 혈압 및 혈액 성분

혈압은 혈압계(BP-203RVIII, Colin Co., Japan)로 

실험 시작 전과 4주째에 편안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려놓고 압박대가 심장의 높이에 오도록 조정하여 

측정하였다. 혈액은 혈액 자동 분석기(FUJI DRI- 
CHEM 3500, Fuji Photo Film Co., Japan)로 실험이 

끝난 후에 분석하였다. 실험 시작 전과 후에 12시간 

단식 후 혈액을 채취하여 4oC, 3,0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가 혈청내의 당,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분석하였으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등(1972)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5. 통계 분석

자료 처리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USA)을 이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mean) 및 

평균의 표준 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값에 대해 프로그램 전후 차이 

및 각 측정 시점에서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paired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기간별 측정값

은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을 

이용하여 시간 요인에 따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 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21.5세인 젊은 성

인 여자로 평균 신장은 161.6 cm, 체중과 체지방률

은 각각 66.3 kg, 35.6%인 대부분 과체중 이상의 비

만 상태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평균 25.3 kg/m2로 

2008년 국민 영양 조사(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
trol and Prevention 2008)에서의 20대 여성의 평균 체

질량 지수 24.1 kg/m2보다 높았다. 또한 복부 비만의 

판정 척도인 허리 · 엉덩이 둘레비가 평균 0.814로 

여성의 복부 비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 섭취 음식 촬영 및 관찰 횟수와 열량 섭취량의 변화

실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동안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으로 자신이 섭취한 음식을 촬영한 횟수

는 3.2회/일이고,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 중 관찰 횟

수는 1.3회/일로 하루 평균 4.5회 정도를 자신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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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of total energy,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intakes during 4 wks weight control program.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baseline and each week by paired t-test.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Figure 2. Changes of body weight, fat mass and lean body 
mass during 4 wks weight control program.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
0.001) between baseline and each week by paired 
t-test.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Figure 3. Changes of percent of body fat and body mass in-
dex (BMI) during 4 wks weight control program.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0.01, ***P＜0.001) between baseline and each 
week by paired t-test.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취한 음식 사진을 관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기간 동안의 열량 섭취량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영양소 섭

취 비율은 4주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실험 전 평균 

열량 섭취량은 1,453.0 kcal였고 실험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는데(첫째 주: 1,321.1 kcal, 
둘째 주: 1,204.5 kcal, 셋째 주: 1,171.1 kcal, 넷째 주: 
1,130.8 kcal) 특히 셋째 주부터는 실험 전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된 열량 섭취를 나타내었다(P＜0.05).

3. 체중 및 체성분의 변화

4주간의 프로그램 동안 체중 및 체성분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 후 대상자의 평균 체중은 

실험 전에 비해 첫째 주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

내었으며(P＜0.001, 첫째 주: －1.2 kg, 둘째 주: －

1.9 kg, 셋째 주: －2.4 kg, 넷째 주: －2.8 kg)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체중의 변화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체지방도 체중

과 같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유

의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며(P＜0.001), 첫째 

주(24.0 kg)에 비해 실험 둘째 주(23.1 kg)부터 유의

적으로 감소를 보였다(P＜0.001). 제지방도 체중의 

감소에 따라 첫째 주에 비해 0.9 kg의 감소를 나타

내었는데(P＜0.05)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84).
체지방율과 체질량 지수의 변화는 Fig. 3에 보는 

것과 같이 실험 기간 동안 체지방률은 둘째 주에 

0.4%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셋째 주부터 

0.7%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0.01) 넷

째 주에 이르러서는 1.4%의 높은 감소를 나타내었

다(P＜0.05). 체질량 지수는 첫째 주부터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으며(첫째 주: －0.5 kg/m2,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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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Before 
(baseline)

After 
(4th wk) P valu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4±3.7 109.6±5.0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3.8±3.4  70.2±3.2 ＜0.001

Serum glucose (mg/dl)  80.5±1.7  81.3±2.6 0.762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Table 2. Changes of blood pressure and serum glucose after 
4 wks weight control program.

Figure 4. Changes of plasma lipid after 4 wks weight control 
program.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0.01) between before and after diet 
program by paired t-test. Values are mean±SEM
for 18 subjects.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
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0.7 kg/m2, 셋째 주: －0.9 kg/m2, 넷째 주: －1.1 
kg/m2, P＜0.001)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4. 혈압 및 혈액 성분의 변화

프로그램 전후의 혈압 및 혈당의 변화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혈압은 실험 전(수축기 혈압: 123.4 
mmHg, 이완기 혈압 83.8 mmHg)에 비해 실험 후에

(수축기 혈압: 109.6 mmHg, 이완기 혈압 70.2 mmHg)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P＜0.001). 혈당은 실험 전에

는 80.5 mg/dl이고 실험 후에는 81.3 mg/dl으로 실험 

전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청 지질 성분의 변화는 Fig. 4와 같이 총 콜레

스테롤은 실험 전(156.1 mg/dl)에 비해 실험 후(142.6 
mg/dl)에 평균 13.5 mg/dl이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 저밀도 콜레스테

롤도 실험 전(83.2 mg/dl)에 비해 실험 후(72.3 mg/d)
에 10.9 mg/dl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냈었으나(P＜0.01) 중성지방과 고밀도 콜레

스테롤은 실험 전후에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고 찰

거의 대부분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에서 식이섭취 

조사는 필수이다. 그 중 식사일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 식사일지와 같이 기억에 의해 기록하는 방법보

다 편리하고 정확한 식이섭취 조사 방법으로 카메

라 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었다(Chang & Ko 
2007). 그런데 카메라 폰에 저장된 음식 이미지로 

인해 섭취량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에 따라 식사량 감소를 유도할 것이라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카메라

가 장착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식섭취 모니터

링을 강화함으로써 식이섭취를 자연스럽게 감소시

켜 체중 및 체지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자가 모바일 폰으로 식이를 촬영한 횟

수는 평균 3.2회/일이었고,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 중 

관찰 횟수는 1.3회/일로 하루 평균 4.5회 정도를 자

신이 섭취한 음식 사진을 관찰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금까지의 어떠한 방법보다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이미지를 실험 대상자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훨

씬 많이 주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를 통해 열량 섭

취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식 섭취 전에 그릇에 담겨

진 음식을 시각적 신호에 의해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줄

어든 음식량을 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워진 그릇을 통해 식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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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판단하고, 
섭취와 동시에 흔적도 없이 입안으로 사라져 증거

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음식섭취 모니터링이 부정확

하게 되는 것이다(Wansink 2004; Wansink 등 2005).
Wansink 등(2005)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모

르게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고안한 장치에 스프를 

계속 제공하여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게 하였더니, 
실제 섭취량은 일반 그릇에 제공했을 때보다 73% 
증가하였으나 인지 섭취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

니터링은 보통 시각적 신호나 이전의 경험을 사용

하여 주로 이루어지는데(Wansink 2004), 모바일 폰으

로 촬영된 섭취 전후의 음식 이미지는 정지된 화면

이지만 자연스러운 전후 비교로 자신의 음식 섭취

량을 부각시키며, 기록으로 보존된 음식 이미지는 

저장과 전송과정에서의 빈번한 사용과 함께 반복적

인 확인으로 이전에 섭취한 식이를 상기시켜 자각

하게 함으로써 다음 식사 시에 의도적으로 식사량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의 효과 검증에 

대한 측정 지표가 없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정량화

하지 못하는 것이 제한점으로 제기되는데 향후 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식이 보조제를 이용한 

체중 관리 프로그램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hang 
등(2003)은 8주간의 고추 발효 추출물 섭취로 평균 

2.7 kg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Ju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4주간의 효모 가수분해

물을 이용한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1.7 
kg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Lee & Cho(2005)은 생

약제와 식이섬유를 함유한 식이 보조제를 이용한 5
주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평균 0.6 kg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비

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실시된 식이 보조

제를 이용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비해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유도되었는데 이는 식이 보조제로 인

한 생리적 접근에 비해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적 접

근이 체중 조절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폰을 이용해 시도된 인지적 접근은 

식이 보조제의 섭취를 중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감량된 체중의 복귀에 대한 염려가 없으므로 계속

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중 조절 방법의 일환으로 이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량 

섭취 결과 3주 이상부터 실험 전 열량 섭취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반복 식이섭취 조

사 방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효과는 3주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체중 

및 체지방 감량의 더한 효과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

한 보다 장기적인 실험 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국내 비만 여성에 의한 체지방량 증가 현상은 혈

중 지단백 대사의 이상에 의해 혈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 현상을 초래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

고 있다(Lee 등 2009). 이러한 혈중 지질 성분 및 혈

압에 대한 위험도는 비만인에서 5∼10% 이상의 체

중 감소로 호전되며 비만 관련 질환의 발병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ebles 2008). Lee 
등(2009)은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식이 보조제 없

이 실시된 12주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2.94 kg의 유의적인 체중 감량이 유도되었는데 이로 

인해 혈중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

로 낮아졌으며 또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혈압도 다소 낮아진 경

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14주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4.1 kg의 체중 감량에 의해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

롤이 낮아졌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아져 혈중 

지질 성분은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Lee 2001).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혈압 및 혈중 지질 성분

의 향상은 체중 감량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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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4주간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식섭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인 열량 섭취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셋째 주부터는 실험 전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열량 섭취 감소로 인해 대상자의 

평균 체중 및 체질량 지수는 실험 전에 비해 첫째 

주부터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0.001) 반

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체중의 변화

도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체중의 감

소로 인해 혈압은 실험 전에 비해 4주 후에 유의적

으로 감소되었고(P＜0.001)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저

밀도 콜레스테롤도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유의

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P＜0.01). 본 연구

는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음식섭

취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음식 섭취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결국은 이를 통해 식사량이 

감소되어 체중 감량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이 강하

게 시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음식섭취 모니터링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와 체중 감량 프로그

램의 장기간의 적용을 통한 효과 연구 등 앞으로의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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