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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를 가진 중년여성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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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Weight Management Program for Middle Aged Women with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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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iddle aged women at menopause lack strength which leads to decline in their physical activity. As a result, they are more prone
to obesity and are at risk of associated disorders. Therefore, middle aged obese women have higher risk of mortality result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s, diabetes, hypertension and hyperlipidemia. The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programs are insufficient in helping middle
aged women cope with age related metabolic disorders. Metho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weight management
program in 46 aged women (including 16 halfway dropouts) with BMI < 23 kg/m2 in Jeollabukdo region. The anthropometry, blood pressure,
serum biochemistry, DEXA, dietary behavior, knowledge on nutrition, and nutritional intake data of the subjects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undergoing the weight management program. Results: Bodyweight, BMI, and body fat percentage of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P< 0.001)
decreased after the weight management program. Also the blood glucose (P < 0.01) and LDL-cholesterol (P < 0.05)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HDL-cholesterol (P< 0.001)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XA results indicated that body fat mass and body fat percentag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ut the lean mass increased significantly (P< 0.001). Furthermore, improvements were noted in 10 out of
the 15 dietary behavior questions and 6 out of 15 nutrition knowledge’s questions (P < 0.05). Energy intak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P< 0.001).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weight management program improves many obesity related parameters as in body fat mass
and serum lipid biochemistry thus, promoting a positive health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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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lycerides), 낮은 HDL-콜레스테롤, 복부비만(central obesity), 고혈

론

압(hypertension),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당뇨병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신체

(diabetes mellitus) 등을 포함하며, 심혈관계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

활동량이 감소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각종 관련 질환 유병

성을 증가시키는 대사장애라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3,4

1,2

이중에서도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증, 복부비만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종의 질환군으로 인슐린저항성

III (NCEP-ATP III) 판정기준을 사용한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유병

(insulin resistance),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 높은 중성지방(tri-

률은 1998년 23.6%에서 2007-2009년 25.1%, 2010년 25.9%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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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

Table 1.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Risk factors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5-7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함께 대사

Central obesity
Male
Female
Triglyceride
HDL-cholesterol
Male
Female
Blood pressure
Fasting plasma glucose

증후군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50대 이후 대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60대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여성은 중년기가 되면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
화를 경험하면서 체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신체활동량은 감소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시기의 비만은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
증 발생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부정

Standard values
Waist circumference
≥ 90 cm
≥ 80 cm
≥ 150 mg/dL
< 40 mg/dL
< 50 mg/dL
≥ 130/≥ 85 mmHg
≥ 110 mg/dL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10 또한 이 시기에는 갱년기, 암 등에 대한
신체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심리적 · 사회
적 불안감 또한 가중되는 시기이므로 고령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40-50대의 건강관리는 앞으로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1,12

이러한 중년여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는 중년 여성을
위한 운동요법

이나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13,14

15,16

비만관리 프로

그램과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

2. 신체계측
신체계측은 전북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
램의 사전과 사후 총 2회 실시하였으며, 키, 체중, 체질량지수, 체근육
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을 측정하였고, 피지후계(Skinfold caliper; NJ
07604, FLAGHOUSE, Hasbrouck Heights, USA)를 이용하여 피부두

겹두께를, 줄자를 이용하여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였다.

이 단기간에 식사량을 급격히 제한하거나, 체중 감량 정도에 따라 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볼 뿐 근본적인 식행동과 식사의 질 향상에 대

1) 체질량지수

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7 이에 본 연

신장은 이동식 신장계를 이용하여 0.1 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생

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년여성들에게 증상

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을 이용한 In-

완화와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킬 수

body 720 (BIOSPACE, Seoul, Korea)을 사용하여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5세 이상의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금속제품을 몸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말을 벗고 체중, BMI, 체

가지고 있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 영양 · 운동 측면에서의

근육량(skeletal muscle mass, SMM), 체지방량(body fat mass, BFM),

복합적인 대사증후군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중감량 및

체지방률(percent body fat, PBF)을 측정하였다.

체지방의 감소, 혈액생화학적 변화, 식행동 및 영양지식의 변화와 영
양섭취 등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피부두겹두께 측정

피부두겹두께(skinfold thickness) 측정을 위해 피지후계(Skinfold
caliper; NJ 07604, FLAGHOUSE, Hasbrouck Heights, USA)를 사용

방 법

하여 삼두근(상완 후면, triceps)을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

1. 연구 대상

정확성을 위해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중년 여성 46명(중도탈락
자 16명 포함)을 대상으로 6-11월까지 6개월 간 체중관리프로그램을

3) 허리, 엉덩이 둘레

실시하여 전 과정에 참여한 30명을 효과 평가의 대상자로 하였다. 체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자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3 이상이면서 NCEP-ATP III의

한명의 숙련된 연구원이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양발을 25-30 cm 정

대사증후군 기준(Table 1)

에 2가지 이상 만족하는 자 중 본 프로

도 간격으로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산시키고, 숨을 편히 내쉰

그램에 참가하기를 서면 동의한 사람들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

상태에서 갈비뼈의 맨 아래와 장골능 사이의 중간부위인 가장 작은

며, 허리둘레 기준은 2005년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 기

둘레로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엉덩이둘레는 서있는 조사대상

준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연령, 질병의 유무와 종류,

자의 엉덩이에서 가장 많이 돌출된 부위를 기준으로 mm 단위로 측

월경의 유무, 폐경 시기, 체중 조절 유무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조사

정하고, 이 실측치로서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누어서 허리-엉덩

하였다.

이둘레 비(waist-hip ratio, WHR)를 산출하였다.22

18-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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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검사

Table 2. Weight management program

의료검사는 전북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전
과 사후 2회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 혈압

혈압은 오실로메트릭 방식의 전자혈압계(HEM-1000, Omron,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장 높이에 자동혈압

계를 위치하고 좌측의 상완동맥을 완대에 넣은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을 측정하였다.
2) 혈액생화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는 검사전날 12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한
다음 전완정맥에서 혈액을 약 10 mL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청시료
는 생화학 자동분석기(SPOTCHEM SP-4410, Arkray,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혈당(glucose),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고밀

No.

Subject

Education program
1
Weight management program for middle
aged women
2
The latest knowledge of adult disease
3
Exercise and health
4
Through the practice of desirable dietary
change in human system
Cooking practice program
1
Making low-calorie, nutritious meal
2
Making bland meal using salimeter
3
Making healthy snacks
Exercise program
1
Stretching and strength training for
enhancing basal physical fitness
2
Exercise using Thera-band
3
Jazz dance, Yoga
4
Exercise using beautiful butterfly
5
Padminton game
6
Climbing

Tool
PPT
PPT
PPT
PPT

Cooking utensils
Salimeter, Cooking utensils
Cooking utensils
Weight training machine
Thera-band
Beautiful butterfly
Padminton
-

도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중성지
방(triglyceride, TG)을 분석하였고, 저밀도콜레스테롤(low density li-

10월 총 3회에 걸쳐 조리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조리실습 프로

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Fridewald 등 의 계산식을 이용하

그램은 ‘저칼로리 영양밥상 만들기’, ‘염도계를 활용한 싱거운 밥상 만

여 계산하였다.

들기’, ‘ 건강간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23

LDL-C =TC-[HDL-C+Triglyceride/5]

운동 프로그램은 1회 운동 시간이 60분으로 준비운동 10분, 본 운
동 4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3회(월, 수, 금)는 트레

3)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이닝장에서 자율 운동을 실시, 주 2회(화, 목)는 체육관에서 단체 운

DEXA)

동을 진행하였다. 1-4주차에는 기초체력 수준을 바탕으로 구성된 운

DEXA (Discovery W; S/N 86846, HOLOGIC, Massachusetts,

동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시기로 웨이트 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을 향

USA) 촬영은 병원 측에서 제공한 가운을 착용, Scanning table에 곧

상 시키는 운동을 실시하였다. 5-10주차에는 세라밴드(Thera-band)

은 자세로 눕히고 스캔을 시행한 후 양측 팔, 몸통, 양측 다리, 머리에

를 이용한 근력 및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11-17주차에는 재

있는 지방의 양을 구한 다음 전체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각 부위별

즈댄스의 기본 워킹 스텝 및 워킹 턴을 학습하며 음악에 맞춰 동작을

측정항목은 좌 · 우 · 팔 · 다리 · 몸통 · 전신의 BFM, 제지방(lean body

하나씩 학습하였다. 18-22주차에는 이쁜 나비(Beautiful butterfly)를

mass, LBM), PBF를 측정하였다.

이용한 근력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23-25주차에 유산소운동으로 패
드민턴(Padminton)을 실시하였다. 패드민턴은 배드민턴(Badmin-

4. 체중관리 프로그램 및 조사항목

ton)과 탁구(Ping-pong)를 접목시켜 개발된 스포츠로서 ‘핸들러

1) 체중관리 프로그램

(Handler)’라고도 하는데 탁구와 비슷한 라켓으로 셔틀콕을 사용하

체중관리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조리실습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교육 프로그램은 7, 8, 9, 10월에 1

여 배드민턴 네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산악 등반을 실시하였다.

회씩 총 4회, 강의당 50분으로, ‘중년 여성을 위한 체중관리’, ‘성인병
최신 지견’ ‘운동과 건강’, ‘바람직한 식행동의 실천을 통한 인체 시스

2) 식행동 및 영양지식 변화

템 변화’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

대상자들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평가는 프로그램 전과 후에 실시

사증후군과 생활습관병 완화를 위한 비만 관리 및 건강 유지를 위해

하였으며, 설문지는 Kim 등24의 연구와 Lim25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천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지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식행동 조사는 총 15문항으로, 좋

또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실제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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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행동일 때는 3점, 보통일 때는 2점, 나쁜 식행동일 때는 1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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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식행동의 바람직한 정도를 판정하였다. 영양지식도 15문항으

ratio, NAR)과 평균영양소적정섭취비율(mean adequacy ratio, MAR)

로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일 경우와 ‘잘 모르겠음’

을 산출하여 식사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NAR은 1.0을 최고 상한치로

을 답한 경우 0점으로 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보아 1.0이 넘는 것은 1.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NAR =

3) 영양섭취실태 조사

연구대상자의 영양소섭취실태 조사는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으
MAR =

며 주말 1일, 평일 2일 총 3일간의 식품 섭취량을 24시간 회상법을 통
해 식이섭취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기록지는 훈련된 식
품영양학과 대학원생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수정 · 보완하였다.

대상자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특정 영양소의 권장섭취량

개별영양소의 영양소 적정섭취비의 합
영양소의 수

5. 통계분석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실태는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한 Can-pro 3.0

조사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SPSS 12.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일 평균 에너지 및 영양

으며, 모든 분석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

소 섭취량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

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조사(χ2-test)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후

reans, KDRI)26을 기준으로 영양소적정섭취비율(nutrient adequacy

의 신체계측(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피부두겹두께, 허리, 엉덩이둘
레), 의료검사(혈압, 혈액생화학적 검사, DEXA), 식행동 및 영양지식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Age
Disease

Subjects (N= 30)
54.60± 5.61

Yes
No
Types of disease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Hypercholesterinemia
Kidney disease
Thyroid gland disease
Etc
Menstruation
Yes
No
Period of menopause
< The forties
The forties
The fifties
The sixties
Self-consciousness of weight
Yes
No
Reason for wanting weight loss Health
Beauty
Family's encouragement
Social atmosphere
First time of weight gain
Before adolescence
After pregnancy · delivery
Occurred disease
After menopause
Weight control
Yes
No
Period of weight control
< 1 month
1-2 month
3-4 month
5-6 month
> 6 month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http://dx.doi.org/10.7570/kjo.2014.23.2.106

15 (50)
15 (50)
2 (13.3)
4 (26.8)
2 (13.3)
3 (20)
0 (0)
2 (13.3)
2 (13.3)
3 (10)
27 (90)
0 (0)
6 (22.2)
21 (77.8)
0 (0)
0 (0)
30 (100)
22 (73.4)
4 (13.3)
4 (13.3)
0 (0)
0 (0)
18 (60)
2 (6.7)
10 (33.3)
26 (86.7)
4 (13.3)
0 (0)
8 (30.8)
3 (11.5)
2 (7.7)
13 (50)

변화, 영양섭취실태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60 ± 5.61세였으며, 연구대상자의
50%가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종류로는

고혈압(26.8%), 고콜레스테롤혈증(20%),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13.3%) 순이었으며, 대상자의 90%가 폐경 상태였다(Table 3).

2. 신체계측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균 신장은 159.67
Table 4. Difference in height, weight, and BMI after weight management program
Pre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SMM (kg)
BFM (kg)
PBF (%)
TST (mm)
WC (cm)
HC (cm)
WHR

Post
159.67

66.29± 5.40
26.03± 2.25
23.35± 2.05
23.36± 4.17
35.08± 4.52
33.03± 5.69
90.24± 5.11
100.25± 4.29
0.90± 0.04

64.41± 5.08†
25.31± 2.29†
23.20± 2.12
21.74± 4.52†
33.51± 5.41*
29.98± 4.44‡
85.81± 5.56‡
96.94± 3.42‡
0.88± 0.04†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SMM, skeletal muscle mass; BFM, body fat mass; PBF, percent
body fat; TST, triceps skinfold thickness; WC, waist circumference; HC, hip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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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로, 체중은 프로그램 실시 전 66.29 ± 5.40 kg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64.41 ± 5.08 kg으로 감소하였으며(P < 0.01), BMI도 프로그램 실시
전 26.03 ± 2.25 kg/m2에서 25.31 ± 2.29 kg/m2로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 < 0.01). BIA에 의한 BFM과 PBF도 각각 21.74 ± 4.52 kg (P <
0.01)과 33.51 ± 5.41% (P < 0.05)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삼두근

피부두겹두께(triceps skinfold thickness, TST)도 프로그램 실시 후
29.98 ± 4.44 mm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01). 허리둘레의 경

우 프로그램 실시 전 90.24 ± 5.11 cm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85.81 ±
5.56 cm로 감소하였고(P < 0.001), 엉덩이둘레도 프로그램 실시 전
100.25 cm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96.94 cm로 약 3 cm 이상 감소하였

으며(P < 0.001), WHR도 0.90 ± 0.04에서 0.88 ± 0.04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 < 0.01).

3. 의료검사
혈압 측정 결과 SBP는 프로그램 전 118.93 ± 16.31 mmHg에서
114.30 ± 15.51 mmHg로 유의적으로 낮아진 것에 반해(P < 0.01) DBP

는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모두 정상범위였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혈당과 LDL-C이 프로그램 종료 후 각각 96.87 ± 14.58 (P < 0.01)
과 119.25 ± 43.74 (P < 0.05)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HDL-C은
57.80 ± 12.78 (P < 0.001)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Table 5).

Table 5. Change in blood pressure and biochemical results after weight management
SBP (mmHg)
DBP (mmHg)
Glucose (mg/dL)
TC (mg/dL)
HDL-C (mg/dL)
TG (mg/dL)
LDL-C (mg/dL)

Normal

Pre

Post

> 130
> 85
60-110
130-230
≤ 40
50-130
> 130

118.93± 16.31
72.13± 9.39
101.40± 13.02
215.67± 50.57
49.50± 10.60
112.50± 68.86
143.00± 44.70

114.30± 15.51†
71.20± 8.48
96.87± 14.58†
197.73± 49.41
57.80± 12.78‡
96.93± 52.09
119.25± 43.74*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Table 6. Change of body composition according to DEXA after weight management
BFM (kg)
LBM (kg)
PBF (%)

Pre

Post

24.14± 4.48
39.58± 2.77
36.33± 4.95

19.83± 3.52*
41.26± 2.76*
31.13± 3.97*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BFM, body fat mass; LBM, lean body mass; PBF, percent body fat.
*P < 0.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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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 in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 knowledge after weight management
Variable
Dietary behavior
Eat 3 meals regularly
Eat breakfast everyday
Eat quickly frequently
Overeat frequently
Eat snack before going to bed
Eat something when watching TV or
reading books
Eat when mad, feeling depressed or irritated
Eat ice cream, cake, foods high in sugar,
carbonated beverage, etc. everyday
Eat foods high in fat (fried or mayonnaise, etc.)
frequently
Eat protein foods (meat, fish, egg, bean,
tofu, etc.) at least twice a day
Eat green and yellow vegetables (carrot,
cucumber, spinach, etc.) at least twice a day
Eat spicy and salty foods
Drink water instead of juice or soda pop
when thirsty
Drink more than a cup of milk (200 mL) a day
Eat well balanced meals on a regular basis
Total
Nutrition knowledge
Alcohol has the highest calorie compared to
carbohydrate, protein, and fat
Even though I skip breakfast, it's okay to eat as
much as I want for lunch and dinner
If one's parent is obese, it's easy for their
children to become obese
Reduced weight after sauna is due to loss of
body fat
It's okay not to consume cholesterol because it
is unhealthy
Bovine liver, vegetables, and yolk can prevent
anemia
You don't have to eat fat, because it can cause
obesity
Eating lots of fruit does not cause weight gain
Dairy foods and anchovies are good sources of
dietary calcium
Vitamins and minerals are nutrients for energy
Eating dietary supplements rather than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for vitamins
Eating a lot of vegetable oil is okay
Nutrition density means nutrient content for
each food's calorie
Eating pork belly boiled rather than fried would
reduce fat intake
Vitamin A, C, and E are antioxidants
Total

Pre

Post

2.30± 0.60
2.33± 0.76
1.80± 0.61
1.67± 0.61
2.03± 0.81
2.23± 0.63

2.67± 0.48†
2.73± 0.45*
2.73± 0.45‡
2.83± 0.38‡
2.60± 0.50†
2.50± 0.51

2.20± 0.61
2.40± 0.62

2.50± 0.63
2.67± 0.55

2.13± 0.82

2.40± 0.68

2.17± 0.70

2.30± 0.70

2.10± 0.48

2.67± 0.48‡

1.70± 0.70
2.10± 0.89

2.07± 0.74*
2.57± 0.63†

1.97± 0.72
2.27± 0.58
2.09± 0.68

2.47± 0.57†
2.77± 0.43†
2.57± 0.55

0.43± 0.50

0.80± 0.41†

0.83± 0.38

0.87± 0.35

0.90± 0.31

0.97± 0.18‡

0.33± 0.48

0.83± 0.38†

0.60± 0.50

0.93± 0.25

0.77± 0.43

0.90± 0.31

0.77± 0.43

0.87± 0.44

0.57± 0.50
0.87± 0.18

0.73± 0.45
0.97± 0.18

0.17± 0.38
0.67± 0.48

1.00± 0.00‡
0.80± 0.41

0.67± 0.49
0.57± 0.50

0.87± 0.35
0.70± 0.47

0.41± 0.45

0.90± 0.31‡

0.37± 0.49
0.60± 0.43

0.87± 0.35‡
0.87± 0.32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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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EXA)

취를 한다’, ‘갈증 시에는 물을 섭취한다’, ‘우유를 하루 1잔(200 mL)

DEXA 촬영에 의한 체구성 변화 결과는 Table 6과 같다. BFM은 프

이상 마신다’, ‘다양하게 섭취한다’의 항목에서도 유의적으로 식행동

로그램 실시 전 24.14 ± 4.48 kg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19.83 ± 3.52 kg

이 개선되었다(P < 0.01). 또한 ‘항상 아침식사를 한다’, ‘짜고 맵게 먹

으로 감소하였으며(P < 0.001), LBM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 각각 39.58

는다’와 같은 식행동에서도 유의적인 변화를 보여(P < 0.05) 식행동에

± 2.77 kg에서 41.26 ± 2.76 kg으로 증가하였다(P < 0.001). PBF는 프

긍정적인 변화가 유도되었다.

로그램 실시 전 36.33 ± 4.95%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1.13 ± 3.97%로

영양지식의 경우 ‘부모님 중 비만인 사람이 있으면 자녀가 비만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01).

확률이 더 높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이다’, ‘지
방 섭취를 감소하기 위해 돼지삼겹살은 피해야 하지만, 수육보쌈은 괜

5. 식행동 및 영양지식 변화

찮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항산화 물질에 속한다’의 문항

식행동 및 영양지식 변화는 Table 7과 같다. 프로그램 후 ‘주로 급하

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적으로 점수가 증가하였다(P < 0.001).

게 먹는다’와 ‘자주 과식을 한다’라는 식행동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중 가장 높은 열량을 내는 것은

으며(P < 0.001),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취침 전 음식물 섭

알코올이다’라는 문항과 ‘사우나 후에 줄어든 체중은 체내 지방이 빠

Table 8. Change of nutrient intake
Variable
Kcal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g)
Ca (mg)
P (mg)
Fe (mg)
Na (mg)
Vit A (µg RE)
Vit B1 (mg)
Vit B2 (mg)
Vit B6 (mg)
Niacin (mg)
Vit C (mg)
Folic acid (µg)
Vit E (mg)
Cholesterol (mg)
MAR

Amount

Pre

Post

Energy intake
composition rate (%)

Energy intake
composition rate (%)

NAR

20.8

1.00± 0.00

1,795.84± 151.64
1,800 (99.8)§
73.53± 11.11
45 (163.4)II
41.22± 11.00
285.46± 27.59
576.75± 99.09
700 (82.4)II
1,093.20± 144.64
700 (156.2)II
14.22± 1.91
8 (177.7)II
4,359.24± 1068.45
1,400 (311.4)¶
1,522.56± 524.89
600 (253.8)II
1.30± 0.28
1.1 (118.2)II
1.18± 0.36
1.2 (98.3)II
2.33± 0.45
1.4 (166.4)II
16.64± 3.70
14 (118.8)II
108.12± 32.22
100 (108.1)II
298.27± 79.08
400 (74.6)II
13.08± 2.99
10 (130.8)¶
278.93± 120.34

20.6

NAR

1.00± 0.00

16.4
63.7
0.82± 0.14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0.99± 0.30
1.00± 0.00
1.00± 0.00
1.00± 0.00
0.75± 0.20

Amount
1,648.87± 97.82‡
1,800 (91.6)
66.98± 9.07†
45 (148.0)
37.71± 5.56
262.21± 26.76†
619.69± 142.30
700 (88.5)
1,027.83± 164.54*
700 (146.8)
13.10± 2.34*
8 (163.7)
4,339.87± 1134.61
1,400 (310.0)
1,585.70± 613.45
600 (264.3)
1.07± 0.23†
1.1 (97.3)
1.18± 0.31
1.2 (98.3)
2.04± 0.40*
1.4 (146.0)
15.26± 2.28
14 (109.0)
119.97± 49.75
100 (111.1)
271.16± 83.51
400 (67.8)
11.88± 2.69
10 (118.8)
239.68± 96.12

16.2
63.5
0.89± 0.2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0.96± 0.22
1.00± 0.00
1.00± 0.00
1.00± 0.00
0.68± 0.21

0.87± 0.21

0.96± 0.21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NAR, nutrient adequacy ratio; MAR, mean adequacy ratio.
*P < 0.05, †P < 0.01, ‡P < 0.001 by paired t-test.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 EER), IIRecommended Intake (% RI), ¶Adequate Intake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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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영양지식이 증가하는 결과

질환으로 인한 유병률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대

를 보였다(P < 0.01).

사증후군과 혈중 지질성분이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짐에 따
라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32, 본 연

6. 영양섭취

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후 연구대상자의 LDL-C가 유의적으로 감소

영양소 섭취실태 조사 결과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에너지 섭취량

하고(P < 0.05), HDL-C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P < 0.001) 결과를 보

이 1,795.84 ± 151.64 kcal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1,648.87 ± 97.82 kcal

였다. 이는 Tanaka 등33의 연구에서 운동 프로그램 후 피험자의 혈액

로 감소하였으며(P < 0.001), 단백질(P < 0.01), 탄수화물(P < 0.01), 인

성상 중 HDL-C에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로, 단순한

(P < 0.05), 철(P < 0.05), 비타민 B1 (P < 0.01), 비타민 B6 (P < 0.05)의 섭

운동프로그램에 비해 교육과 운동이 복합된 체중관리프로그램이 연

취량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구대상자의 혈액성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영양소의 NAR은 칼슘과 엽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신체지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체지방량

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AR은 사전 0.87 ± 0.21

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신체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에서 사후 0.96 ± 0.21로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BMI, 비만도(obesity index), WHR 등이 있으며, 체지방량을 측정하

없었다(Table 8).

는 방법에는 수중계측법(underwater weight), 피하지방두께(skinfold
thickness) 측정법, BIA, 컴퓨터단층촬영법(computed tomography,

고

CT),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DEXA 등

찰

이 있다. 이중에서도 DEXA는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비만판정법
대사증후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현대인의

중 하나로 골 미네랄, 체지방, 제지방량 값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

제지방조직, 체지방조직 등의 체성분을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골밀

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운동과 식이섭취를 통한 접

도와 체지방 측정에 정확도와 예민도가 높아 신체 구성평가에 유용

근은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고 있는데, 중년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체

하게 재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5 Yu 등35의 연구나 Kim36,

지방이 복부와 내장지방에 집중하여 각종 성인질환과 관련을 맺으므

Eisenmann 등37의 연구에서 아동의 신체구성성분 평가에 신체계측

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해서는 체

법이나 생체전기저항법, DEXA 촬영법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DEXA

중 변화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촬영 기법의 유용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Inbody를 이

27

본 연구에서는 6개월 간의 프로그램 후 체지방량, 체지방률, 허리

용한 신체구성 측정에서는 제지방량이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

28

둘레, 엉덩이둘레, WHR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Kim 등

로 판정되었던 것에 반해 DEXA를 이용한 신체구성 측정에서는 근육

의 연구에서 복합운동과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지방률, WHR이

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P < 0.001)으로 나타나 교육대상자의 신

유의하게 감소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체질량지수는 여러 비만관

체구성 변화를 유의미하게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본 프로그램

련 질병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25

후 연구대상자들의 체지방량이나 제지방, 체지방률이 긍정적으로 개

kg/m 사이의 체질량지수에서는 사망률이 가장 낮고, 25 kg/m 이상

선되었는데 이는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복부비만 중년여성의 신체구

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한 사망률과 이환율이 서서히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Cho 등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증가하며, 30 kg/m2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되

식행동의 경우 전체 식행동 점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5

고 있어 중년여성에게 적정 체중의 유지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

개 항목 중 10개의 식행동이 개선되었으며, 영양교육의 경우 15개 문

이다. 대사증후군은 NCEP-ATP III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항 중 6개 문항에서 유의적으로 점수가 증가하였다. 잘못된 식행동으

가 80 cm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

로 비만이 유발된 여성의 경우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38, 식행

램 후 연구대상자의 평균 허리둘레는 85.81 ± 5.56 cm로 여전히 높은

동에 따라 영양소 섭취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성질

편이지만,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약 3 cm 이상 감소하여 지속적인 관

환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39,40 식행동이나 영양지식의

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경우 도시 저소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영양태도와 영양지식도에 대

것으로 사료된다.

한 영양교육 효과를 연구한 Kang 등41의 연구에서 8시간 영양교육 직

2

2

29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사 작용

후에는 영양지식이 증가하였으나 교육 종료 후 1개월까지는 그 변화

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질환으로의 이환 위험이 증가되며 , 당

가 지속되기 어려워 교육의 반복성 및 주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뇨병과 고혈압이 동시에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추가되는 경우 심혈관

보고한바 있어 고착화된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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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적인 체중관리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대사증후군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

수행되었다.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종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행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

신체계측, 혈압 및 혈액생화학적검사, DEXA 촬영, 식행동 및 영양지

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 변화와 영양섭취실태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정하였다.

영양소 섭취 실태의 경우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에너지, 단백질, 탄

결과: 체중관리프로그램 후 연구대상자들의 체중과 체질량지수, 체

수화물, 인, 철, 비타민, B1, 비타민 B6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지방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 < 0.001), 체지방률도 유의적으로

였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체중감량을 위해 의식적으로 음식물 섭취

감소하였다(P < 0.01). 혈액생화학적검사 결과 혈당(P < 0.01)과 LDL-

를 감소함에 따라 영양소의 섭취량도 동시에 감소된 결과라 사료된

콜레스테롤(P < 0.05)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

다. 따라서 체중감량을 위해 저열량식을 하는 경우 균형식의 중요성,

(P < 0.001)은 증가하였다. DEXA 촬영 결과에서는 체지방량과 체지

영양강화 식품의 활용, 건강보조식품의 적절한 섭취 등과 같은 영양

방률은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제지방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0.001). 식행동에서는 15항목 중 10개 항목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으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를 가진 중년여성을 위해 건강교육

며 (P < 0.05), 영양지식에서도 15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개선되는 결

과 조리실습, 운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체중관리프로그

과를 보였다(P < 0.05). 에너지 섭취량은 프로그램 종료 후 유의적으

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로 감소하였다(P < 0.001).

운동과 식이요법 및 전화상담으로 구성된 복합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결론: 연구 결과 체지방 감소 등 신체구성분이 유의적으로 변화하였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효과 검정이 이루어진 바 있고

으며, 혈액생화학적 성상이 개선되어 본 프로그램이 연구대상자의 건

42,43

, 국외에서

도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조절하며 생활양식개선을 위한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자료를 활용하는 생활양식개선 프로그램(Life Modification Pro-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체중관리프로그램, 중년여성

gram)이 비만관리프로그램으로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

44,45

본

연구에서도 6개월 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체지방 감소 등 신체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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