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1), 78～84(2010) DOI: 10.3746/jkfn.2010.39.1.078

영양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이 과체중이상의 성인여성의

영양상태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은정․황혜진†

동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ffects of a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of Overweight
or Obese Female Adults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Eun-Jung Kim and Hye-Jin Hwang
†

Dept. of Food and Nutrition,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for
overweight or obese female adults, and also emphasize the necessity of a proper nutrition education. Th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nutritional intake, eating habit, and hematological index, physical examination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program. Considering the time schedule of the subjects, the exercise program
was divided into 3 sessions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and the subjects performed swimming and
weight training for 4 weeks. The subjects were overweight or obese women, with an average age and height
of each 46.1 and 156.3 cm. The weight and BMI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The back region of front arm (p<0.001), infrascapular region (p<0.001), body fat (p<0.001)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grasping power (p<0.01), back muscle power (p<0.001)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nutritional and exercise program. Total triglyceride level and fasting blood glucose (p<0.001)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program. The intakes of vitamin D and vitamin B1 were significantly
changed after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 As for eating behavior and nutritional knowledge evaluation
after program, the average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p<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is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 can be an effective approach to improve their hematological index and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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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로 비만이라는 현대병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의 불균형으로 과잉 섭취된 에너지가 체내의 지방조직에 중

성지방으로서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1). 과체중 특히 과잉 체지방은 건강 위험

요인에 영향을 미쳐 질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비만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

인을 위축시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으며(3,4), 비만한 여성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등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5).

비만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성인 비만은 남자의 경우 44～54세 사이에 최고에 달하고

여자의 경우는 54～74세 사이에 즉 중년이후에 최고에 달한

다고 하였다(6). 비만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Kim(7)은 고인슐린혈증, 지방세포증식, 유전, 잘못된 식습

관, 운동부족, 열 생산 기능이상 외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만과 질병과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치료를 요하는 질병중의 하나로 규

정하기에 이르렀는데(8) 올바른 영양섭취 그리고 운동을 통

하여 바람직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영양교육 실시 후

비만개선효과를 본 연구에서 보면 비만인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 효과를 연구한 Yang과 Jang의 연구(9)에서는 중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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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간 저열량식과 운동을 통한 중재

연구 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Kang과 Kim의 연구(10)에서도 영양교육 실시 후

식습관, 식행동 및 영양태도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해운대 보건소에 내원한 과체중이

상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체중조절 프로그램

전후로 신체상태, 비만도, 건강상태의 변화, 영양소 섭취 상

태의 변화,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변화, 영양지식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며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올바른 식생

활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의 실천으로 비만

인구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6년 5월～9월까지 부산시 해운대 보건소에

내원한 30세 이상 성인 여자 중 체중감량을 희망하는 과체중

이상인 사람을(≧BMI 23)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체중조

절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실시되었으며 대상

인원은 상․하반기를 합친 53명이다.

대상자의 비만도 평가

대상자의 비만도 측정을 위해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Caliper(Lange, Cambrige Scientific Industry, HB 859-122)

를 이용하여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부와 파하지방을 집게

한 다음 손끝에서 1 cm정도 떨어진 부위를 피하지방 두께로

바르게 집어 상완배부, 견갑하연부 2부위의 피하지방 두께

를 동일인이 0.1 mm까지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

였다. 체질량지수는 신장과 체중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산출하였다.

BMI＝Weight (kg)/ Height (m2)

혈압 및 혈액의 생화학적 분석

혈압은 채혈 시와 동일한 시간에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시킨 후 압력계로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과 이완기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을 측정하였고, 혈

청 지질 및 glucose 농도, 혈청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액 중 헤모글로빈 농도는 자동 분석기(747,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일 영양소 섭취 상태 조사

대상자와의 1:1 면접을 통하여 24시간 회상법(24-hr re-

call method)으로 1일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면담 전

날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명과 중량 또는 목측량을 정

확히 기억해날 수 있도록 각종 식품 model과 그릇들을 이용

하였다. 또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섭취한 식품의 code와

중량을 고쳐서 computer에 입력하여 CAN프로그램에 의하

여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2005년 한국영양학

회가 제시한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영양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연구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 및 체중조

절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프로그램 전․후의 전반적인 식

생활 상태, 건강․영양 상태를 비교 조사하였다. 모집기간에

신체계측과 24시 회상법,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

로그램 기간 중 매일매일 식사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매

주 분석결과를 배부해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육은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이 모두 포함하도록 하

였고, 주 1회 집단교육을 실시했으며, 4주간의 영양교육이

끝난 후 사전 설문내용과 동일한 문항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대상자를 새벽반과 오후반, 저

녁반으로 나누어 4주간 매일, 3일은 수영, 나머지 3일은 근력

운동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식습관과 영양지식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습관 조사표를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1점), 중간정도(2점), 가장

바람직한 경우(3점)의 3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대상자의

영양지식은 1～20문항까지의 문항에 대해 문항당 1점으로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영양교육 전․후로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자료분석 방법

실험결과는 SPSS 12.0K for windows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고, 모든 자료의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값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교육전후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으며 집단 간 변인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의 유의성

검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 지역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후

교육 및 검진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

석가능하다는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30대에서 60대의 여성으로 연구대상자는

총 53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59세(20명)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30～39세(16명)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

이는 46.1세로 연령이 높은 편이어서 교육내용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실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

을 두어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연령분포에 따라 체중, BMI, 체지방량을 프로그

램 실시 전과 후를 살펴본 결과(Table 1) 체중은 30～39세에

서 프로그램 실시 전 66.5±8.6 kg에서 실시 후 63.9±7.9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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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

Variables
30'～39' 40'～49' 50'～59' 60'～69'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ody weight (kg)
BMI (kg/m

2
)
1)

Body fat (%)

66.5±8.6
26.3±2.9
36.4±8.0

63.9±7.9***
25.2±2.7***
30.7±5.7***

64.5±6.8
25.7±2.4
34.5±5.9

62.4±6.7***
24.8±2.5***
29.6±5.2***

61.1±7.1
25.1±2.5
33.9±6.2

58.5±6.5***
24.1±2.5***
29.4±4.6***

69.4±20.2
28.5±6.4
45.4±19.9

65.5±16.4***
27.0±5.7***
32.8±7.8***

Mean±SD. ***p<0.001.
1)BMI (kg/m2): Body Mass Index.

으로 유의적으로 감소(p<0.001)되었고, 전 연령층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대상자의 BMI(kg/m2)는 30～

39세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26.3±2.9에서 실시 후 25.2±2.7
로 유의적으로 감소(p<0.001)되었으며 40～59세의 연령층

에서도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Wang 등의 연구(11)에 의

하면 10～12주간의 행동교정요법(자기감시, 식사기법, 음식

일기, 자극 조절 등의 방법)을 시행한 경우 평균 10 kg의

체중이 감소하였고 1년 후에는 6.6 kg의 체중의 감소가 있었

다고 하였다. 또한 중년의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간 저열

량식과 운동을 통한 중재연구 시(12) 체중의 6.4% 감소, 체

지방율의 2.9%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등(13)의

연구에서는 체중 3.6 kg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지방은 증가하는데 반해 신체

조성에 필요한 제지방 체중(lean body mass: LBM)인 근육,

골격, 체액 등은 감소한다(14). Deheeger 등(15)은 체질량지

수에 관한 연구에서 음식의 조절과 운동이 체질량지수 감소

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여성 비만자 14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12주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체지방의 경우 3.0%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6).

대상자의 혈액수치와 체력특성 변화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후의 혈액수치를 비교해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실시전후 대상자의 ‘수축기

혈압’은 120.4±13.9 mmHg에서 118.7±11.6 mmHg로, ‘이완

기 혈압’도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76.5±10.8 mmHg,
75.3±9.9 mmHg로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비만

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여러 연구(17,18)

Table 2. The hematological index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nutrition and exercise program

Variables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p value

SBP (mmHg)1)

DBP (mmHg)
2)

FBS (mg/dL)3)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emoglobin (g/dL)

120.4±13.9
76.5±10.8
103.0±19.2
202.1±38.4
139.8±81.4
13.4±1.1

118.7±11.6
75.3±9.9
92.2±11.6***
198.7±40.0
105.8±55.8
13.3±1.1

0.394
0.461
0.000***

0.380
0.001**

0.241

Mean±SD.
1)
SBP: systolic blood pressure.
2)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3)
FBS: fasting blood glocose.

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비만군에서 고혈압에 걸릴 위험은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9).

또한 현재 고혈압의 증세가 없는 비만군도 연령증가와 비만

도의 증가에 따라 혈압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검사

를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

다. 대상자의 혈당수준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103.0±19.2
mg/dL에서 실시 후 92.2±11.6 mg/d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며(p<0.001) 콜레스테롤 농도는 202.1±38.4 mg/dL에
서 198.7±40.0 mg/dL로 감소되었으나 유의적인 변화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Parrel과 Baboriak의 연구(20)에서는 8주

동안 운동을 통하여 총콜레스테롤의 유의적인 감소를 관찰

하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총콜레스테롤 수준이

162.8 mg/dL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triglyceride 농도는 교육 전에는

139.8±81.4 mg/dL에서 105.8±55.8 mg/dL로 유의적으로

감소(p=0.01)되었다. 이에 대한 관련연구를 보면 Kang과

Kim(10)의 연구결과 프로그램 전 144.2 mg/dL에서 142.7

mg/dL로 감소되었으며 Moon 등(21)의 연구는 171.6 mg/dL

에서 127.3 mg/dL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hemoglobin 농도는 프로그램 전후

에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체격검사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의 ‘허리둘레’는 프로그램 실시 전 86.8±8.0 mm에서 실시

후 83.3±7.2 mm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엉덩이둘레’는

96.9±5.7 mm에서 95.1±5.0 mm로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p<0.001). 체지방검사결과 ‘상완배부’는 26.1

±7.6 mm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22.2±4.9 mm로 유의적으

로 감소(p<0.001), ‘견갑하연부’ 둘레도 29.5±8.6 mm에서

24.0±5.8 mm로 유의적으로 감소(p<0.001)되었다. 체력검

사결과 ‘악력’은 프로그램 실시 전 29.7±4.8 kg에서 실시 후

Table 3. Features of body strength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Mean±SD

Variables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p value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Back region of front arm (mm)
Infrascapular region (mm)
Grasping power (kg)
Backmuscle power (kg)

86.8±8.0
96.9±5.7
26.1±7.6
29.5±8.6
29.7±4.8
68.3±16.3

83.3±7.2
95.1±5.0
22.2±4.9
24.0±5.8
30.8±4.8
75.9±17.6

0.000
***

0.000***

0.000
***

0.000***

0.005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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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health status and food behavior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N (%)

Variables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χ2

Thinking for my health status

Very healthy
Healthy
Intermediate
Unhealthy
Very unhealthy

2 (3.8)
11 (21.2)
26 (50.0)
13 (25.0)
0

2 (3.8)
26 (49.1)
18 (34.0)
7 (13.2)
0

16.25
*

For maintaining good health

Exercise
Dietary management
Resting and sleep
Intake of functional food
None

25 (49.0)
3 (5.9)
2 (3.9)
2 (3.9)
19 (37.2)

44 (83.0)
4 (7.5)
2 (3.8)
1 (1.9)
2 (3.8)

8.13

Meal frequency per day

4 times
3 times
2 times
1 time

2 (3.9)
40 (78.4)
9 (17.6)
0

0
45 (86.5)
5 (9.6)
2 (3.9)

7.15

Frequency of eating between meal

Over 3 times a day
2 times a day
1 time a day
1 time a week
Never

5 (9.6)
16 (30.8)
13 (25.0)
10 (19.2)
8 (15.4)

4 (8.0)
15 (30.0)
22 (44.0
7 (14.0
2 (4.0)

10.79

Kind of eating between meal

Snack
Bread
Rice cake
Ramyun
Noodle
Fruit
Drink
Milk and milk product
Fried food

9 (17.3)
3 (5.8)
3 (5.8)
6 (11.5)
2 (3.8)
20 (38.5)
2 (3.8)
5 (9.6)
2 (3.8)

3 (5.6)
3 (5.6)
5 (9.4)
1 (1.9)
1 (1.9)
27 (50.9)
2 (3.8)
9 (17.0)
2 (3.8)

17.21*

Frequency of eating out

Everyday
3～5 times week
1～2 times a week
1～2 times a month
Rarely

1 (1.9)
2 (3.8)
14 (26.9)
27 (51.9)
8 (15.4)

0
1 (1.9)
12 (23.1)
36 (69.2)
3 (5.8)

6.31

Skipping meals

Breakfast
Lunch
Dinner
Non

17 (32.0)
4 (7.6)
13 (24.5)
19 (35.8)

19 (35.8)
2 (3.8)
12 (22.6)
20 (37.7)

6.13

The reason for skipping meals

Oversleeping
No appetite
Difficulty to digestion
Eating snack
To loose weight
To spare money
No time for eating
Just habit

10 (29.4)
7 (20.5)
3 (8.8)
2 (5.9)
5 (14.7)
1 (2.9)
3 (8.8)
3 (8.8)

9 (27.2)
6 (18.2)
4 (12.1)
2 (6.1)
7 (21.2)
1 (3.0)
1 (3.0)
3 (9.1)

7.92

*p<0.05.

30.8±4.8 kg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p<0.01), ‘배근력’

도 유의적으로 증가(p<0.001)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평가 변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영양교육 전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매우 건강함’이 3.8%, ‘건강함’이

21.2%, ‘보통임’이 50.0%, ‘건강하지 못함’이 25.0%, ‘매우 건

강하지 못함’이 0%로 조사되었으나 실시 후에는 ‘매우 건강

함’이 3.8%, ‘건강함’이 49.1%, ‘보통임’이 34.0%, ‘건강하지

못함’이 13.2%, ‘매우 건강하지 못함’이 0%로 조사되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을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운동’이

49.0%, ‘식사관리’ 5.9%, ‘휴식과 수면’ 3.9%, ‘건강식품 복

용’ 3.9%, ‘기타’가 3.9%, ‘없음’이 37.2%로 조사되었으나, 실

시 후에는 ‘운동’이 83.0%, ‘식사관리’ 7.5%, ‘휴식과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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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program

Nutrient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p value
Mean KDRIs (%)

1)
Mean KDRIs (%)

Energy (kcal)
Protein (g)
Vitamin A (R.E)
Vitamin D (mg)
Vitamin E (mg)
Vitamin C (mg)
Vitamin B1 (mg)
Vitamin B2 (mg)
Niacin (mg)
Vitamin B6 (mg)
Calcium (mg)
Phosphorous (mg)
Iron (mg)
Zinc (mg)

1828.6±552.4
65.6±24.1
479.6±369.1
0.3±0.6
13.4±11.1
84.3±38.7
1.2±0.5
1.4±0.7
18.1±10.0
1.2±0.7
656.1±324.1
1059.1±379.4
16.3±8.4
5.8±2.1

96.2
145.8
73.8

84.3
109.1
116.7
129.3
85.7
93.7
151.3
116.4
72.5

1679.8±429.7
64.6±17.9
390.2±235.7
0.8±1.1
11.2±10.7
87.2±41.3
1.1±0.3
1.3±0.5
16.2±5.2
1.1±0.4
703.6±236.9
1056.2±252.7
14.1±4.9
5.5±1.8

88.4
143.6
60.0

87.2
100.0
108.3
115.7
78.6
100.5
150.9
100.7
68.8

0.106
0.781
0.129
0.012

*

0.285
0.710
0.017*

0.617
0.182
0.323
0.339
0.962
0.097
0.428

1)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3.8%, ‘건강식품 복용’ 1.9%, ‘없음’ 3.8%로 응답자의 건강관

리를 위해 운동을 실천하는 대상자가 늘어났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루의 식사 빈도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 ‘4번’은 2명(3.9%), ‘3번’ 40명(78.4%), ‘2번’ 9명

(17.6%), ‘1번’은 0명(0%)으로 조사되었고 실시 후에는 ‘4번’

은 0명(0%), ‘3번’ 45명(86.5%), ‘2번’ 5명(9.6%), ‘1번’은 2명

(3.9%)로 조사되었다.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는 프로그램

실시 전 ‘과자 및 스넥류’ 9명(17.3%), ‘빵과 케익류’ 3명

(5.8%), ‘떡류’ 3명(5.8%), ‘라면’ 6명(11.5%), ‘국수류’ 2명

(3.8%), ‘과일류’ 20명(38.5%), ‘음료수’ 2명(3.8%), ‘우유 및

유제품’ 5명(9.6%), ‘튀김류’ 2명(3.8%)로 조사되었고, 프로

그램 실시 후 열량이 높은 ‘과자 및 스넥류’, ‘라면’, ‘국수류’

등의 섭취가 줄어들고 ‘과일류’의 섭취가 늘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간

식섭취 요령 교육을 통해 간식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 주

는 것만으로도 식습관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대상자의 ‘외식 빈도’, ‘결식하는 끼니’, ‘결식하는 이유’

에 관한 설문에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영양소 섭취 상태와 식습관 태도 변화

조사대상자의 권장섭취량의 기준은 각 연령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비교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Table 5에 나타내

었다. 대상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프로그램 실시 전 1828.6± 
552.4 kcal이었는데 Park 등(22)과 Kim 등(23)의 연구에서

는 비만 여성의 열량 섭취량으로 1859 kcal, 1928.3 kcal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프로그램 실시 후 1679.8±429.7 kcal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고, 단백질 섭취량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145.8%와 143.6%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과 Ahn의

연구(24)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만여성의 단백질섭취

수준은 권장섭취량의 113.27%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 낮

은 수치를 보고하였다. 비타민 A의 섭취수준은 프로그램 실

시 전 479.6±369.1 R.E에서 실시 후 390.2±235.7 R.E로 감

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비타민 D의

섭취수준은 프로그램 실시 전 0.3±0.6 mg에서 실시 후

0.8±1.1 mg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비타민

B1 섭취수준은 1.2±0.5 mg에서 1.1±0.4 mg으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p<0.05). 에너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소

는 영양교육 후에 감소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

지는 않았다.

Table 6은 조사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후의 식습관과 영양

지식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총 30점 중에서 조사대상

자의 전체 평균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20.3점이었으나 실

시 후에는 22.9점으로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p<0.001).

식생활 태도는 습득한 영양지식을 이용하여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중재역할을 하고 식생활태도는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식생활태도를 측정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변화하기 어렵다(25). 일반적으로 영양교육의 효과

로 영양지식의 증가는 쉽게 나타나나 이러한 지식을 실제

자신의 식생활에 적용하는 태도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

으므로 식생활 태도를 변화시기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지

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26). 영양지식 평가 결과 20점 만점

으로 평가한 영양지식 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

15.2점에서 실시 후에 16.7점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dietary habit and nutritional attitude
score before and after nutritional education and physical ex-
ercise program

Variables
Before
program

After
program

p value

Dietary habits1)

Nutritional knowledge
2)

20.3
15.2

22.9
16.7

0.000***

0.000
***

1)
Score: 1～30, 10 questions (Each question was evaluated 3
scores, 0: bad, 1: intermediate, 2: good).
2)
Scor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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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Agron 등(2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체계적

인 영양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영양지식이 상승하였으며 그

에 따라 식생활 습관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반복적

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양교육과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대

상자의 체중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

고, 균형된 식사 태도가 개선됨으로써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식행동

의 변화와 건강기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방법, 교육

후 지속적인 추후관리 방안이 연구된다면 지역사회의 건강

체중 관리사업의 모델로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시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과체중 이상인 30

세 이상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스스로 평생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상반기, 하반기로 2차례에 걸쳐서 과체중 이상인

해운대구 거주 주민 여자 53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건강검진, 체력측정,

체성분측정, 설문조사를 하고, 건강상태와 비만도에 따른 결

과를 개인상담으로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육은 비만 특강(1

시간)을 시작으로, 소그룹별로 4주간 매주 1회 실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영양교육과 운동프로그램 전후의 대상자의

체중, BMI는 유의적으로 감소(p<0.001)하였으며 체격 및 체

력검사결과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상완배부, 견갑하연부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01), 배근력(p<0.001), 악력

(p<0.01)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영양교육과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에 공복 시 혈당(p<0.001), 중성지방(p<

0.01)의 농도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건강 상태

에 대한 평가 결과,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중요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양소 섭취 상태 조사 결과 비

타민 D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식습

관 조사와 영양지식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01). 4주간의 영양교육과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대상자의 식습관과 비만도, 혈액수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되며, 교육효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이 성인병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평소 균형된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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