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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led by public health centers are important in the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at public health centers 
and perceptions regarding facilitators and barriers when implementing programs. Methods: This study used a 
concurrent mixed methods design.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infrastructure of the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at eighty-three public health centers nationwide. Nine program managers 
and six local residents with experience in the program were interviewed by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Most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program were inadequate, and insufficient budgets and lack of 
professional staff were identified as barriers. Facilitators included diversification of program delivery methods, operator 
competence, and visible outcomes and reward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is vital to have adequate 
assistants, a sufficient budget, various promotional methods, and connections with various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On this basi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ublic health center serves as a platform for preventing and 
managing obesity in the community.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infrastructure improvement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link with community resources are needed.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set standards for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mplemented in public health centers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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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만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의 중대한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

[1].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 WOF)은 2025

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27억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

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다[2].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과

체중과 비만한 성인의 비율은 각각 39%와 18%로, 이는 1975년

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이다[1]. 소아청소년의 비만율 또한 증

가하는 추세인데, 1975년 4%에 불과하였던 비만율은 2016년 

18%까지 급증하였다[1]. 국내의 경우도 최근 10년간 성인 비

만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성인 남성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국내 노인인구의 비만율 

역시 2006년 31.7%에서 2015년 3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4], 아동 ․ 청소년의 경우도 2007년 11.6%인 비만율이 2017

년 기준 17.3%까지 증가하였다[5]. 따라서, 국내에서  ‘비만의 

문제’는 단순히 한 생애주기에 국한되지 않은 전 국민의 건강

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질병의 발생 위험율 또한 

함께 증가한다[1]. 더불어 비만은 우울감, 스트레스, 강박적 성

격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자존감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6]. 특히 노인비만은 중장년층 비만보다 관리가 복잡하고 어

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지

장애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4]. 또한, 아동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수행된 아동비만과 성인비만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성인

비만에 이환되기 쉬우며, 청소년 시기의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은 70%나 되었다[7].

더구나 비만은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비

만연맹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은 2025년 1조 2천억 달러(1,4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2]. 국

내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6조 7,695

억 원에서 2016년 11조 4,679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당

해 연도 국내총생산의 0.7% 규모의 수준이다[8]. 비만으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5조 8,858억 원, 51.3%)[8]. 이렇듯 비

만으로 야기되는 만성질환의 발현,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출,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손실 

등을 감안한다면,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2018년 보건복

지부 주도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2018-2022)』을 발표하였다[9]. 이는 영양 ․ 식생활 ․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

인 비만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2022년 추정 비만율 41.5%

를 2016년 수준인 34.8%까지 낮추고자 함이 목표이다. 본 종합

대책은 영양 ․ 운동 ․ 비만치료 ․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를 망라한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비만 ․ 운동클리닉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비만예방관리 사업 추진, 성인 및 

노인 대상 비만예방관리 활성화, 생활 속 비만예방관리 환경 조

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비만예방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비만 ․ 운동

클리닉 설치를 확대하고, 혈압과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인 

대상자에게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

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9].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소에 요구되는 비만예방관

리의 역할 및 기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소는 

국가 주도의 공중보건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중재 및 정책개발, 시스템 및 환경 변화를 위

해 다양한 지자체와 연계 ․ 협력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9], 앞

으로 지역사회 기반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현재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공유로 보건소를 주

축으로 하는 비만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현황 및 

사업 운영 시 제한점 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권혜진 등이 보건소 기반 비만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

한 연구가 존재하나 이는 보건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간접

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수

립되기 한참 전에 발표된 과거의 논문이기에 한계를 가진다

[10]. 또한, 국외에서도 지역사회 기반 비만 프로그램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의 함의를 제시한 여러 논문이 존재하나

[11,12], 프로그램 운영환경 및 대상자 특성 등이 국내 보건소



37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박지영 · 임미해 · 백설향 등

Figure 1. Concurrent mixed methods research strategies for needs assessment.

와 상이하고, 각 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제도 및 정

책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국외 선행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 제한점이 크다. 따라서, 국내에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 보건소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는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

하고, 운영 시 제한요인 및 촉진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표준화된 비만예방관

리 사업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기대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의 효과적인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소 현장의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현

황 및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는 다음

과 같다.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실태 및 인프라를 파악

한다.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 시의 제한요인과 촉진요

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보건소를 대상으로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시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적 혼합방법론(concurrent 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다. 동시적 혼합방법론이란,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 해석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를 동시에 모으고 합병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

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소 비만

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실태 및 인프라를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 경험이 있는 보건소 실무자

와 지역사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였다(Figure 1). 

2. 연구대상

양적연구 단계에서는 전국 256개 보건소의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모집

은 전국보건소장협의회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보건

소장협의회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안내된 공문을 전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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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을 요

청하였다. 256곳의 보건소 중 88곳이 회신을 하였으며(회신율: 

34.4%), 이 중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8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질적연구 단계에서는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혹은 참여) 시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목적 표집

(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전국보건소장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6개 지역(서울,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부산)의 보건소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보건소에서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 경력이 풍부하여 그 경험

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보건소 실무자와 지역주민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9

명과 참여자 6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3. 자료수집 

연구가 시작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IRB)로부터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IRB No.: 2019-07- 

027-003)을 받았다.

우선 양적연구에서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실태 

및 인프라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도구는 연구팀이 직접 개발하

였다. 이를 위해 국내 보건소에서 운영하였던 비만사업 관련 문

헌 8편을 분석하여 운영실태 및 요구도 조사에 필요한 질문 및 

문항 답가지를 구성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간호학 전공자 3

인, 신체활동 전공자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문항을 

수정 ․ 보완하였다. 이후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4인

에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항, 적절하지 않은 답가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 설문도구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 실태, 비만예방관리 사업 요구도, 비

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 비만예방관리 사업 인프라에 대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8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였으며, 전국 256곳의 보건소에 설문조사 참여

협조공문과 함께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 설문지를 발송

하였다. 88곳 보건소의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가 회신하였

으며, 이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모바일 상품권)

을 전달하였다.

질적연구는 전국보건소장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6개 지역

의 보건소장에게 본 면담의 목적, 방법 및 취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9명과 비만예방관리 사

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6명을 소개받았다. 이들을 대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 후, 면담의 진행 과

정, 면담시간,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 등 연구에 대한 사전 정보

를 제공하였으며, 면담 내용의 비 유지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안내 후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였으며, 면담은 대상자가 

원하는 독립된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대상자별 면담 소요시간

은 약 40분에서 90분이었다.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

성된 면담지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지역사회 주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 ‘보건소에서 비만 관련 사업을 운영 혹은 참여하는데 

제한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비만 관련 

사업을 운영 혹은 참여하는데 촉진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이었다. 면담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

비를 지급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는 엑셀에 수치로 코딩하

였으며,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

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

인 NVivo 12를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면담 당일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반

복적으로 들으며 필사 내용을 보충하였다. 질적 자료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 연구자들은 필사된 자료에서 개별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

고, 문장의 의미와 주제에 따라 유사한 의미 단위의 중심어를 

기준으로 묶어서 주제목록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질 확보

를 위해 Sandelowski [14]의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신

뢰성(credibility)를 높이고자 대상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면

담을 진행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이후에는 녹취된 자료를 필사한 후 반복해서 들으며 자료가 누

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 1인에게 연구결과를 확인(member check)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합성(fittingness) 확보를 위해 대상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를 추출하고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

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연구 경험

이 풍부한 교수자 3인이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 간 합의를 거

쳤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확보하고자 자료수집단계

와 분석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절차를 기록으로 남겼다. 끝

으로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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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안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확인가능성을 획

득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 과

1.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83개 보건소의 실무자로서 남자 8명(9.6%), 여

자 75명(90.4%)으로 평균나이 만 35.1세였으며, 교육경력은 전

문대 및 4년제 졸업 75명(90.4%), 대학원 졸업 8명(9.6%)이었

다. 보건소 고용형태는 정규직 60명(72.3%), 무기계약직 14명

(16.9%), 계약직 5명(7.2%)이었으며, 보건소 근무연한은 평균 

8.08년, 비만 프로그램 담당 기간은 평균 3.33년이었다. 직종은 

간호사 35명(42.2%), 신체활동지도사 18명(21.7%), 영양사 13

명(15.7%), 보건행정사 7명(8.4%), 기타 7명(8.4%), 물리치료사 

3명(3.6%) 순이었다.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83개 보건소를 지

역별로 구분한 결과, 경기도 14개소(16.9%), 경상도 12개소

(14.5%), 부산광역시 및 전라도 각 11개소(13.3%), 강원도 및 충

청도 각 8개소(9.6%), 대구광역시 6개소(7.2%), 서울특별시 5개

소(6.0%), 대전광역시 2개소(2.4%), 울산광역시 1개소(1.2%) 순

이었으며, 무응답으로 지역을 알 수 없는 곳이 5개소(6.0%)였다.

2)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실태 및 인프라

최근 1년간(기간: 2018.8.1.~2019.7.31.)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여보건소 83곳에서 총 451개의 사

업이 운영되었으며, 보건소당 평균 사업 수는 5.43±3.68개였

다. 사업 대상자는 성인(46.6%), 아동(28.4%), 노인(18.4%) 순

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비만예방 및 관리(59.2%)를 

목표로 운영되었다.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구성은 신체

활동 및 식습관(55.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업 

전달방식은 대부분이 오프라인(84.9%)이었다. 보건소 비만예

방관리 사업 관련 운영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비만클리닉을 보

유한 보건소는 13개소로 전체 15.7%에 불과하였으며, 수용 가

능 인원은 평균 16.14명이었다. 강의실을 보유한 보건소는 68

개소(81.9%)였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평균 47.05명이었다. 체

력측정실을 보유한 보건소는 50개소(60.2%)였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평균 12.52명이었다. 영양실습실을 보유한 보건소는 

24개소(28.9%)였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평균 19.14명이었다. 

끝으로 신체활동실습실을 보유한 보건소는 58개소(69.9%)였

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평균 24.97명이었다(Table 1). 

3)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요구도 

성인 대상 사업의 경우 적정 운영 기간은 평균 11.84주, 적정 

빈도는 주당 평균 2.30회, 1회 적정 운영시간은 평균 61.87분, 

필요보조인력은 평균 1.48명, 적정예산은 평균 6,093,429원이

었다. 사업 운영인력은 신체활동지도사(41.3%)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양사, 간호사 순이었다. 사업 운

영대상은 비만(21.5%)과 과체중(17.5%) 성인, 그리고 생애주

기별로 중년기(17.5%), 청년기(11.5%)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

았다. 사업 구성요소는 신체활동 실습(18.8%), 개인별 운동 처

방(12.6%), 개별 영양 상담(11.9%) 순이었다. 사업의 효과평가 

방법으로는 체성분 분석(24.6%), 생활습관 관련 설문조사

(17.0%), 프로그램 만족도(13.4%) 순이었다. 참가자 모집방법으

로는 온라인 홍보(31.1%)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수

막/전단지 활용(24.9%), 기존 내소자 대상 홍보(21.8%) 순이었

다. 또한, 아동 대상 사업의 경우 적정 운영 기간은 평균 11.94주, 

적정 빈도는 주당 평균 1.98회, 1회 적정 운영시간은 평균 45.85

분, 필요보조인력은 평균 1.70명, 적정예산은 평균 4,090,794원

이었다. 사업의 운영인력은 신체활동지도사(41.3%)에 대한 요

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업 운영대상은 과체중(22.9%)과 비

만(22.5%) 아동, 생애주기별로 학령기(21.3%), 청소년기

(14.1%) 순이었다. 사업 구성요소는 신체활동 실습(24.3%)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양교육(17.0%), 영양실

습(15.4%) 순이었다. 사업의 효과평가 방법으로는 체성분 분

석(26.4%), 생활습관 관련 설문조사(18.1%), 체력검사(12.5%) 

순이었다. 참가자 모집방법으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조

(48.0%)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Table 2).

4)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 인프라 개선 4.35±0.77점, 사업홍보 활성화 4.20±0.80

점, 지역사회 연계사회 활성화 4.05±0.87점, 시설 인프라 개선 

3.97±0.98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인프라 개선 영역에서

는 교육 매체 개발 및 보급이 4.72±0.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4.60±0.65점,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충 4.46±0.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홍보 활성화 영역에

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홍보전략 수립이 4.47±0.73점

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연계사회 활성화 영역에서는 학

교, 산업체, 부녀회 등의 인식개선 4.36±0.77점, 지역사회 가용

자원(놀이터, 운동장 등) 확보 4.28±0.71점 순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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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and Infrastructure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in Public Health Centers (N=83)

Variables Categories n (%)

Current status† Program participants Adults
Children 
Elderly
Others

240 (46.6)
146 (28.4)
 95 (18.4)
34 (6.6)

Program objectives Obesity prevention
Obesity management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others

125 (27.4)
 49 (10.7)
270 (59.2)
12 (2.6)

Program composition Physical activities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ies and eating habits
Others

172 (38.2)
21 (4.7)

248 (55.1)
 9 (2.0)

Program delivery methods Offline
Online
Offline and online
Others

383 (84.9)
12 (2.7)

 55 (12.2)
 1 (0.2)

Infrastructure Obesity clinic Yes
No

 13 (15.7)
 70 (84.3)

Classroom Yes
No

 68 (81.9)
 15 (18.1)

Physical measurement room Yes
No

 50 (60.2)
 33 (39.8)

Practice room for nutrition Yes
No

 24 (28.9)
 59 (71.1)

Physical fitness room Yes
No

 58 (69.9)
 25 (30.1)

†Multiple responses.

다. 시설 인프라 개선 영역에서는 신체활동 실습실 개선 혹은 

확충이 4.25±0.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업무 시간 연장

이 2.83±1.21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2.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및 참여자 대상 면담 

분석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면담 참여자 15명 중 실무자는 총 9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

며 평균연령은 만 40세이고, 학력 수준은 전문학사 2명(22.2%), 

학사 6명(66.7%), 석사 1명(11.1%)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4명(44.4%), 무기계약직 3명(33.3%), 계약직 1명(11.1%), 일용

직 1명(11.1%)였으며, 현 보건소 근무연한은 5년, 현 보건소 비

만 프로그램 담당 기간은 2.8년으로 이들의 직종은 신체활동지

도사 4명(44.4%), 간호사 2명(22.2%), 기타 2명(22.2%), 영양

사 1명(11.1%) 순이었다. 사업 참여자는 총 6명으로 모두 기혼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만 57세였다. 학력 수준은 중졸 3명

(50%), 고졸 1명(16.7%), 대졸 1명(16.7%), 무응답 1명(16.7%)

이었다. 직업은 주부 5명(83.3%), 무직 1명(16.7%)이었으며, 

보건소 비만사업 참여 기간은 평균 9개월이었다. 이들의 체질

량지수는 21.86~26.77 kg/m2로 과체중군 4명(66.7%), 정상군 

2명(33.3%)이었다.

2)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사업 실무자와 참여자는 보건소가 비만 치료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비만의 예방과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

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비만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지 그런 걸 보급하는 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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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eds Assessment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N=83)

Variables
Adults program Children program

n (%) or M±SD n (%) or M±SD

Duration (week) 11.84±5.3 11.94±6.1

Frequency (times/week)  2.30±0.9  1.98±0.7

Hours of operation (minutes/time)  61.87±16.1  45.85±16.1

Assistant staffs  1.48±1.0  1.70±0.9

Budget (won) 6,093,429 4,090,794

Operating 
practitioners†

Nurse
Dietitian
Physical activity instructor
Health administrator
Others

 41 (20.4)
 70 (34.8)
 83 (41.3)
 4 (2.0)
 3 (1.5)

32 (16.9)
72 (38.1)
78 (41.3)
4 (2.1)
3 (1.6)

Participants† Normal weight
Over weight
Obesity

16 (4.8)
 58 (17.5)
 71 (21.5)

22 (8.8)
 57 (22.9)
 56 (22.5)

Infants
Early childhood
Preschool age
School age
Adolescence
Youth
Middle age 
Old age
Office workers
Mothers

 38 (11.5)
 58 (17.5)
26 (7.9)

 39 (11.8)
 5 (1.5)

 2 (0.8)
 3 (1.2)
12 (4.8)

 53 (21.3)
 35 (14.1)

The disabled 
Low incomers
Etc.

 6 (1.8)
10 (3.0)
 4 (1.2)

 2 (0.8)
 6 (2.4)
 1 (0.4)

Program 
components†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practice
Individual nutrition counselling
Utilizing nutrition application
Physical activity training
Physical activity practice
Individual exercise prescription
Utilizing physical activity application
Behavioral modification training
Individual behavioural modification consultation 
Behavioural modification application
Etc. 

 46 (11.4)
30 (7.4)

 48 (11.9)
24 (5.9)
37 (9.2)

 76 (18.8)
 51 (12.6)
30 (7.4)
25 (6.2)
19 (4.7)
15 (3.7)
 3 (0.7)

 52 (17.0)
 47 (15.4)
12 (3.9)
 9 (3.0)

 35 (11.5)
 74 (24.3)
18 (5.9)
13 (4.3)
26 (8.5)
14 (4.6)
 5 (1.6)
 0 (0.0)

Method of 
effectiveness 
assessment†

Body Mass Index
Blood test
Physical fitness test
Physiological measurement and others
Nutrition intake analysis
Physical activity analysis
Lifestyle measure
Social psychological indicators
Program satisfaction
Others

 81 (24.6)
 43 (13.1)
 37 (11.2)
 3 (0.9)
18 (5.5)
23 (7.0)

 56 (17.0)
23 (7.0)

 44 (13.4)
 1 (0.3)

 70 (26.4)
13 (4.9)

 33 (12.5)
 1 (0.4)
22 (8.3)
22 (8.3)

 48 (18.1)
26 (9.8)

 30 (11.3)
 0 (0.0)

Method of 
recruiting 
participants†

Informing existing internal devices in health centers
Using banners or print flyers
Cooperation of local influential people
Promoting participants in past obesity programs
Online public relations
Etc. 
Cooperation with community agencies

 49 (21.8)
 56 (24.9)
19 (8.4)

 24 (10.7)
 70 (31.1)
 7 (3.1)

-

 8 (5.4)
 25 (16.9)
 5 (3.4)
 6 (4.1)

 31 (20.9)
 2 (1.4)

 71 (48.0)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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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ivation Plans for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in Public Health Centers (N=83)

Variables Categories M±SD 

Ameliorat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ing and applying standard program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ducational media
Introducing staff training program 
Expanding external instructor staff pool
Increasing related budget
Expanding program operations staff
Expanding smartphone-based nutrition education 
Expanding smartphone-based physical activity education 
Total

4.60±0.68
4.72±0.65
4.44±0.71
4.24±0.75
4.23±0.75
4.46±0.66
4.00±0.83
4.06±0.85
4.35±0.77

Improving 
facilities' 
infrastructure

Improvement or expansion of lecture facilities
Improving or expanding physical activity labs
Improving or expanding the nutrition practice room
Health center extended business hours
Operation linked to external exercise facilities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 system for obesity management in public health centers
Increase related budget
Total

4.15±0.84
4.25±0.82
4.14±0.85
2.83±1.21
4.13±0.83
4.17±0.72
4.10±0.75
3.97±0.98

Revitalizing a 
community- 
linked society

Improving awareness of schools, industries, women's associations, and etc.
Introducing visiting health center programs
Securing community-available resources (playgrounds, playgrounds, and etc.)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community consultative body for the eradication of obesity
Increase related budget
Total

4.36±0.77
3.91±0.90
4.28±0.71
3.69±1.01
4.03±0.76
4.05±0.87

Enabling 
program 
promotion

Establishment of a central government-led program promotion strategy 
Distributing promotional brochures and posters
Enabling social networks (e.g., Facebook) 
Increasing related budget
Total

4.47±0.73
4.20±0.80
4.07±0.88
4.06±0.73
4.20±0.80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실무자 1) 

1차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 

보건소의 역할을 물으시면 예방, 관리까지만.(실무자 2) 

살을 빼주는 곳은 아니죠. 내가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

게끔 관리만 해줘도... (중략) 비만인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에 이런 것들을 바랄 게 아니지 않

나 싶어요.(참여자 2)

3)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장애요인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무자와 비만예방관리 사업 

참여자 대상 인터뷰 결과 13개의 장애 요인이 도출되었다. 장

애 요인으로 주요하게 언급된 것은 ‘비만예방관리 사업 규모의 

제약(12명)’, ‘비만예방관리 사업홍보의 부족(11명)’, ‘비만예

방관리 사업의 예산과 인력 부족(10명)’ 등이었다(Table 4). 

(1) 비만예방관리 사업 규모의 제약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는 비만예방

관리 사업의 개수, 횟수, 다양성이 부족하여 이용 기회의 제한

이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짐을 언급하며 ‘비만예방관리 

사업 규모의 제약’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괜찮아 질려고 하는데 중단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좀 연달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참 많고.(참여자 1)

보건소 프로그램이 인원이 적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쑤

시고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참여자 2)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개월 여

기서 좋게 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는 또 이제 관리가 안 되

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실무자 8)

(2) 비만예방관리 사업 홍보의 부족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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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rriers and Facilitators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N=15)

Variables Categories n (%)

Barriers Constraints on the scale of the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Lack of publicity for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 budget and manpower shortage
Passive participation of beneficiaries
Absence of customized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Limited access to public health centers
Unfriendly health center educational environment
Unorganized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policy
Lack of awareness of obesity management in beneficiaries
Absence of educational materials and contents for standardized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Difficulty in recruiting beneficiaries
Work overload for public health workers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obesity prevention management programs

12 (70.6)
11 (64.7)
10 (58.8)
 7 (41.2)
 7 (41.2)
 6 (35.3)
 6 (35.3)
 5 (29.4)
 5 (29.4)
 4 (23.5)
 3 (17.6)
 3 (17.6)
 3 (17.6)

Facilitators Visible outcomes to program participants
Personal competence of the program operator
Rewards provided to program participants
Positive experience of program participants
Both physical activity and eating habits education
Diversification of program delivery methods
Communication among program participants
Linkage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9 (52.9)
 9 (52.9)
 8 (47.1)
 7 (41.2)
 7 (41.2)
 7 (41.2)
 6 (35.3)
 5 (29.4)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모르는 사

람이 참 많습니다.(참여자 3) 

아무래도 이제 홍보 매체로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이 좀 계세요. 저희가 홍보를 플래카드 육교 현수막도 하

고, 페이스북도 SNS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BITA라고 버

스정류장 기다리는데 버스 타시는 분들 확인하게끔 하

고... (중략) 그런데도 아직도 이 부분을 접하지 못한 분들

이 있어서...(실무자 3) 

(3)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예산과 인력 부족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는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예산과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사업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

으로 인해 양질의 사업 콘텐츠 제공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

으며 대상자를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보건소는 또 이제 하나는 예산이고 두 번째는 인력이

죠... (중략) 비만이라고 해서 운동도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기가 지금 인력이 약간 문제죠.(실무자 4) 

저희도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

업대상자를 확대하면 좋겠지만... (중략) 지금 전문인력 

선생님 네 분이서 모든 사업을 다 몇 백명을 관리하고 있

어서...(실무자 5) 

(4)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역시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장애 요인

으로 언급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직장 업무, 개인적인 사정,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 등의 이유가 있었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처

음과 끝이 계산을 내기에는... 꾸준히 하신 분들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실무자 6)

뭐 물론 부상의 위험도 있을거고 환경의 요인도 있을거

고 뭐랄까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건데 저는 그 의지가 가

장 좀 방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실무자 3) 

이제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프로그램에) 거의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거의 많이 빠져

서 지금은 거의 30명 안쪽으로...(참여자 2) 

(5) 맞춤형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부재

대상자의 연령대, 비만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부재를 사업 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나이 많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 맞는 식습관이라던

가 영양교육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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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자체가 신체가 아주 편안한 분들이 별로 없으

셔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적게 먹으라고 해도 난 많이 안 먹

는다고 하고(웃음). 운동하시라고 해도 무릎 수술했다고 

하고... (중략)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비만 교육을 하기에

는 조금 부적합해요.(실무자 7) 

4)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촉진요인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 대상 인터뷰 

결과 8개의 촉진요인이 도출되었다. 중요하게 언급된 요인은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가시적인 성과(9명)’, ‘사업 운영자

의 개인 역량(9명)’,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상(8명)’ 등

이었다(Table 4).

(1)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가시적인 성과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는 사업 참여

에 따라 제공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근육량이라던가 수분량, 뭐 이런거 체수분량이라던가 

아니면 내장지방 이런 것들이 쭉 보이니까. 그게 막 줄어

드는 게 보이니까 막 더 열심히 하게 되고.(참여자 4)

아주 미세하지만 근육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초대사

량이 숫자가 조금... 그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숫자로.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괜찮네. 하는 생각을 갖

게 됐죠.(참여자 2)

저희가 사전 ․ 후 체성분 검사, 체력검사를 해요. 그러니

까 사전 ․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본인한테도 알려드려

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좋아졌고.(실무자 6) 

(2) 사업 운영자의 개인 역량

더불어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질

이 높아지며 대상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역량은 사업 운영자의 전문분

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티칭 스타일(teaching style)도 함

께 포함되었다. 

저희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척을 해야 되니

까 그게 조금.. 담당자의 역량인 것 같아요. 역량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실무자 8) 

선생님이 막 농담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은근히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되게 친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출결률이 되

게 좋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참여자 4) 

(3)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상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는 적절한 보

상이 참여자의 흥미와 동기를 북돋아 사업 참여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잘 된 그룹에 뭘 좀 드리고 하다 보니까 큰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 운동한 적이 그게 한 10, 20여 년 가까이 

됐네요.(실무자 4) 

이벤트로 뭐 10일에 뭐 몇십만 보 이렇게 해 놓으면 선

착순 해가지고 물병 그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참여를 더 

하고.(참여자 5) 

(4) 사업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 경험

보건소의 비만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체중감소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인 비만

예방관리 사업의 참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나 진짜 많이 뺐고 이걸로 정말 많이 효과를 봐서 나는 

또 하고 싶다. 안 그러면 계속 또 찔 것 같다. 그러신 분들

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실무자 7)

제가 몸이 변화되는 걸 제 스스로 느끼니까. 오고 싶어

지는 거죠.(참여자 6) 

(5)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육의 병행

보건소의 비만예방관리 참여자와 실무자 모두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육이 병행될 경우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이야

기하였다. 

아무래도 신체활동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이렇

게 식습관 관련해서 교육을 같이 들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조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실무자 1) 

식이를 하면서 운동을 계속했다는 분들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식이요법도 안 하고 운동만 하시는 분

들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4)

(6) 프로그램 전달방식의 다각화

비만예방관리 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는 대상자의 여건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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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전달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사업 참여

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프라인은 사실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

면 오프라인은 많이 사실 제일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못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참여자 4)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오프

라인이 그래도 정보도 볼 수 있고 뭔가 1:1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굳이 보건소를 안 와도.(실무자 9) 

논 의

지난 1990년대 말 보건소 중심의 비만예방관리 사업이 최초

로 도입된 이후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어 왔으나, 국내 비만 유

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기에, 지역사회의 실태와 요

구를 반영한 체계적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를 위한 표준화된 비만예방

관리 사업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보건소 비만

예방관리 사업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보건소당 5~6개의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육 위주로 편성하여 성

인, 아동, 혹은 노인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

러나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만클리닉, 체력측

정실, 영양 혹은 신체활동 실습실 등을 모두 보유한 경우는 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는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연간 다수의 

보건사업을 운영하며 담당자의 보건 및 복지업무의 중복, 그리

고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낮은 재정지출 등에서 기인한다.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재정지출 비율은 1% 수

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

서도 최하위 수준이다[15]. 이를 반영하듯, 신축 건물에 위치한 

보건소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보건소가 좁은 면적과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담당 운영 인

력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16].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 역시 보건소 비

만예방관리 사업의 장애 요인으로 비만예방관리 사업 규모의 

제약과 예산과 인력 부족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만예방관리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주민들의 소

극적인 참여 혹은 인식 부족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보건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예산 부족, 인력 미비, 잦은 보건 조직의 변

화, 장소 부족, 일반인의 인식부족,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포함된다[17,18]. 특히,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진행됨으로, 대상자 모집에 제한이 

있으며 참여자 간의 참여 의지, 프로그램 수행능력도 다양하여 

참여 대상자에 의해 사업의 효과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19]. 미

국에서 실시한 보건소 주도 만성질환 관리 질 평가 결과에 따르

면, 노숙자, 의료보험미가입자와 같은 참여자의 특성이 사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0]. 

반면에,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들은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

업의 촉진요인으로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

램의 다각적-오프라인 및 온라인-운영, 사업 운영자의 역량, 사

업 참여자를 위한 가시적 성과 혹은 보상 체계 등을 언급하였

다. 비만 프로그램은 건강 검진, 의료진 상담, 신체활동 등 다양

하게 이루어질 때 참여자들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 사업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적

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효과적이다[21]. 반대로, 사업 담당자가 사업의 진행이나 성

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 사업이 제대

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22]. 여기에 덧붙여 휴대폰 문자 서비스

나 이메일 등 IT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신체활동

량 개선 및 체중감소, 그리고 비만 관리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23]. 또한,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혹

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활용한 운동 앱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4]. 따라서 효과적인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즉 접근성, 질 그리고 효율성 등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의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적정 예산, 빈도, 운영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지도사, 영양사 혹은 간호사와 같은 적절

한 보조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만

예방관리 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위해서는 온라인을 포함한 다

양한 홍보방식 및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보건소 내 근무 인력이 비록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한 가지 사업만 전담하기보다는 업무병행 정도가 

높기 때문에 비만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25]. 즉, 비만예방과 관리에 있어 보건복지부, 농림

부, 교육부처 등 다양한 국가 정부 부처들의 협력 체계 하에 표

준화된 비만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26] 여

기에 덧붙여 보건소에 추진 사업의 홍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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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 및 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지

역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27]. 즉, 보건소

는 국가보건체계의 최하위 단위사업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주

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및 사업제공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민간

단체와의 협업 및 조직의 강화 및 인력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26,27]. 

다음으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매체의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교육 인

프라의 개선, 그리고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인력의 확

충 등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Lee [28]에 

의하면, 국내 보건소의 77.2%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건교

육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과반수에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인력 및 전담 부서 부재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비만예방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과 전략개발을 

위한 전담자 및 위원회가 구비된 보건소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으로 조사되었다[29]. 즉,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보건소의 

사업 기획 능력 부족 및 지역사회 내 여타의 기관과의 연계 기

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본 연구를 통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만예방관리 사업은 여타의 

보건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의 비만예방관리 요구도 파악, 사업

단위별 자원의 분배 및 조정, 홍보 및 담당자의 소통 역량 등이 

필수적이나, 현재 보건소가 처한 상황은 제한된 시설, 예산, 인

력으로 인해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부담이 크기에

[25,30], 이를 위해 보건소 실무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비만

예방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 인력교육 및 다양한 홍보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비만예방관리 사업 실무자와 참여

자의 면담을 통해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확인

한 결과,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플랫폼 역

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대다수의 보건소는 시설, 장

비가 낙후되어 있고 인력 역시 부족하여 적절한 비만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5,29,30]. 비만예

방관리 사업은 참여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적절한 내용이 기

획되어야 하고 많은 자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에, 단지 사업 

담당자만이 사업을 주도해나가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 

빈약해지기 쉽다. 또한, 점차 사업이 정착단계로 나아가면 장

기적으로 전담 인력들이 교체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보건소 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사회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하여 사업을 확

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25]. 안타깝게도 보

건소의 현재 사업 추진체계에서, 비만의 치료 및 관리를 전문적

으로 수행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모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2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실

시하는 데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보건소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교 및 산업장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

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정부나 각종 단체들의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역사회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설문지 및 면담 방

법을 활용하여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실태, 장애 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바람직한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규모 및 형

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보건소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참가자들에게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의 운영을 위한 시설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었으며, 부족한 예산,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프로그램

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보건

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촉진요인에는 신체활동과 식습관 교

육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다각적 운영, 사업 운영자의 역량, 사

업 참여자를 위한 가시적 성과 혹은 보상 체계 등이 포함되었

다. 국내 지역사회 비만 유병율을 개선하고, 비만으로 인한 합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된 프

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이 시급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의 개선, 다양한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질적연

구결과에서 확인된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을 기반으로 대규모 

양적 설문조사를 계획하여 전국 보건소의 비만예방관리 사업 

담당자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이 무

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보건소 실무자뿐 아니

라 참여자 즉,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종류와 형태 등은 무엇인지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보건소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제한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다

양한 이해관계자(예. 실무자, 참여자, 정책입안자 등)들의 인식 

차이를 심도 있게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향후 국내 비

만예방관리 사업 관련 정책개발의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vol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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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r bias)를 감소시키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였음에도, 지역에 따라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내용, 전문인

력, 인프라의 차이가 있고, 국내 일부 보건소 실무자 및 사업 참

여자의 견해이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

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 년간 크고 작은 규모의 프

로그램들이 비만 예방 혹은 관리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는 실태에 착안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먼저 지역사회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임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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