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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배경: 소아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학적 과제이다. 학교는 소아비만 중재 프로그
램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서 수행된 비만 중재 프로그램인 “건
강교실”의 비만도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영양 교육, 신체활동 강화, 행동수정 교육을 포함하는 복합 구성 중재
(multi-component intervention)로, 중등도 비만 이상인 학생을 일차적인 연구대상자로 하는 이차예방 프로그램이
다. 본 프로그램은 1, 2학기 각 12주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35개 초
등학교의 481명의 학생 중 프로그램 사전, 사후 신체계측에 모두 참여한 446명(남아 276명, 여아 170명; 3학년 2
명, 4학년 188명, 5학년 210명, 6학년 4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
행 전과 후에 체질량지수, 비만도, 체지방률을 평가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식습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
식을 조사하였다.
결과: 소아들의 평균 비만도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140.0 ± 14.3%, 시행 후에는 137.0 ± 14.4%로, “건강교
실”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3.1 ± 7.7% 개선되었다(P < 0.001).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 비만자는 20.2%에서 14.8%
로, 중등도 비만자는 61.0%에서 54.0%로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소아들의 식습관은 3.6 ± 7.2점, 운동습관은 0.9
± 4.1점, 자아존중감은 1.0 ± 5.3점, 영양지식은 1.7 ± 2.4점 개선되었다.
결론: 2007년에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소아들의 비만도를 낮추고, 식습관, 운
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본 프
로그램만의 명확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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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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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동안 한국에서 수행되었던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

론

19)
들은 최근에 박경희와 유선미 에 의해 검토되었다. 총 13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

개의 비만 중재 프로그램이 검토되었다. 비만도에 관계없이

1)
기구 는 2005년에 16억 명 이상의 성인이 과체중이며, 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2개에 불과하였고, 대부

소 4억 명 이상이 비만이라고 보고하였으며, 2015년에 23억

분의 프로그램이 비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이차

명의 성인이 과체중으로, 최소 7억 명 이상이 비만으로 진

예방 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은 영양교육, 행동변화, 신체활동

단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비만 인구의 증가는 미국

증가, 학부모 참여 등의 다양한 중재 방법을 동원한 경우와

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

이론적인 체육 교육과 함께 실제적인 운동을 하게 하여 아

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보건학적, 사회

이들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증가를 유도한 경우에 비만도 개

2,3)

경제학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비만의 증가는 성인에만

선 효과가 높았다고 하였다.

4)

국한되지 않는다. Popkin 등 은 소아의 상대적인 비만 증가

본 연구는 2007년에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서 수행된 비

속도가 성인보다 빨라서, 소아와 성인의 비만 유병률의 상

만 중재 프로그램인 “건강교실”의 비만도 감소 효과를 알아

대적 격차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 지역 초·

보고자 하였다.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1, 2학기 각 12주

중·고등학생들의 비만 유병률도 1979년에서 2002년 사이에

session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학교의 보건 교사가 프로그램

남아는 10배 (1.7 → 17.9%), 여아는 4.5배 (2.4 → 10.9%)

을 주관하고, 체육 교사와 영양 교사의 협력을 얻어 프로그

5)

소아기는 음식 선호도나 신체활동 습관과 같

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중등도 비만 이상인 학생들을 일

이 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6) 소아기

차적인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소아비만 이차예방 프로그램

7)
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 소아기에

이다.

증가되었다.

비만이 시작될 경우, 성인기에 비만이 시작될 경우보다 예
후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8) 소아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9,10)

고혈당과 같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방

, 자아존중감 저

법

1. 연구 대상자

하, 우울감 증가와 같은 정신사회적 부작용과도 관련이 있
다.11) 이미 생활습관이 굳어지고, 비만합병질환이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소재 35개 초등학교에서 본 프로그램을 실시

성인기의 비만 치료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하였다. 중등도 비만 이상(비만도 ≥ 130%)인 학생을 일차

많은 나라에서 소아비만의 예방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인

적인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학교에 따라 프로그램에

12)

참여하기를 자원한 경도 비만 이하인 학생들(정상체중 10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13)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보건프로그램

명, 과체중 17명, 경도 비만 57명)이 일부 참여하였다. 프로

은 흔한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의

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학년은 학교에 따라 탄력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공중보건, 교육, 사회경제적 발달을 추진할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 5학년 학생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소아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

들을 프로그램에 참가시켰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3학년(1개

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소아들의 대부분은 한 끼 이상을 학

학교, 2명)과 6학년(9개 학교, 47명)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교에서 식사하게 된다. 학교는 체육 교육에 필요한 운동 시

참여시켰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급 담임 교사와 보건

설,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또

교사가 보건실에서 신체계측을 한 후에 일차적으로 선별하

한 학교보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 교사를 배치하

였으며, 이렇게 선별된 학생들 중, 학부모가 자녀를 프로그

14,15)

고 있다.

학교는 이처럼 비만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램에 참가시키기를 원한다고 동의한 학생만을 최종적으로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아비만을 예방하기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이 결과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최

위한 많은 비만 중재 프로그램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되

종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481명(남아 297명, 여아 184명)이

Brown 등18)은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

었으며, 전학, 결석 등의 문제로 사전이나 사후 신체계측에

이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에 매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참여하지 못한 35명을 제외한 446명(남아 276명, 여아 170

고 있다.

16.17)

하였다.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전체 학생이나 비

명; 3학년 2명, 4학년 188명, 5학년 210명, 6학년 46명)이

만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발생을 예방하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차예방 프로그램과 이미 비만이 진

2. 연구 설계

행된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 악화와 비만 관련 질환 발생을

1) 중재 내용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예방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15)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예방 프로그램들은

“건강교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학교-기반

15)

비만 중재 프로그램으로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예

평균 10%의 비만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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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프로그램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증가 추세에 있는

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소아비만의 위험성과 학교비만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소아비만은 성인과 달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으

하여 2005년 12월~2006년 3월에 강재헌 등과 함께 “학생

며, 연구마다 서로 다른 진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계 조사와 역학 연구는 성별, 신

를 기본으로 하여 2007년 3,4월에 “건강교실” 운영 매뉴얼

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한 비만도를 이용하여 비만

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 4월에 각 학교의 사업 담당 교사

을 진단하였다.

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1, 2

만도를 이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이 체질량지수를 이

학기 각 12주 session으로 구성되었으며, 1학기 프로그램

용하여 비만을 진단하는 방법보다 소아의 체지방량을 더 잘

5)

유선미 등20)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에서 비

(2007년 5~7월)은 영양 교육, 신체활동 강화, 행동수정 교

반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대한소아

육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록 Table 1)으로,

과학회에서 제시한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21)

2학기 프로그램(2007년 9~11월)은 이 각 영역들에 대한 반

를 기준으로, 성별, 신장별 체중 50백분위수를 표준체중으

복 심화 과정(부록 Table 2)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교

로 하여 비만도를 산출하여 비만을 진단하였다. 비만도는

과 외 과정으로 방과시간 후에 시행하였다. 실제 프로그램

다음 공식[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 × 100]을 통해

진행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허락하여 탄

구하였고, 비만도 109% 이하를 정상체중으로, 비만도

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각 session은 각 학교의 보건

110~119%를 과체중으로, 120~129% 이상을 경도 비만으

교사, 영양 교사, 체육 교사가 영역에 따라 직접 진행하도록

로, 130~149%를 중등도 비만으로, 150% 이상을 고도 비만

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운동 교육을 위하여 외부 음악줄

으로 진단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식습

넘기 전문 강사의 지원을 받았다.

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문(부록 Table 3~5)은
2) 변수 측정

5-리커트 척도이며, 각각 15개 문항, 9개 문항, 10개 문항으

신체계측은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각 학교의 보건실

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식습관은 최저 15점, 최고 75점의

에서 보건교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모든 신체계측은 오전에

점수를, 운동습관은 최저 9점, 최고 45점의 점수를, 자아존

금식된 상태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중감은 최저 10점, 최고 5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식

측정되었고, 모든 측정수치는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습관과 운동습관은 점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과 운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각 학교가 보유하고

동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

있는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지방량

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양지식에 대한 설문(부록

은 임피던스 측정방식에 의한 체성분 분석기(Jawon

Table 6)은 8개의 4지선다형 문제와 2개의 OX형 문제로 구

medical, Kyungsan,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질량

성되어 있으며, 건강증진과 체중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영

Table 1. Baseline (pre-intervention) anthropometric value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Boys (n = 276)
Girls (n = 170)
*
Height (cm)
144.8 (7.4)
143.6 (7.8)
*
54.7 (9.8)
50.3 (9.6)
Weight (kg)
2 *
25.9 (2.7)
24.2 (2.8)
Body mass index (kg/m )
*‡
27.4 (6.5)
30.4 (4.9)
Body fat (%)
*§
142.9 (12.9)
135.4 (15.2)
Obesity index (%)
†§
Weight category
Normal weight
1 (0.4)
9 (5.3)
Overweight
4 (1.4)
13 (7.6)
Mild obesity
30 (10.9)
27 (15.9)
Moderate obesity
178 (64.5)
94 (55.3)
Severe obesity
63 (22.8)
27 (15.9)
* Values are mean (SD).
†Values are n (%).
‡Body fat mass was measured at both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in only 249 boys and 151 girls. Values were
means (SD) of these students.
§ Obesity index = measured body weight/ideal body weight × 100; Ideal body weight = the 50th percentilfe for a children of
same gender and height based on the 1998 growth chart for Korean children aged 2~18 years.
Normal weight, obesity index ≤ 109 percentile; Overweight, obesity index 110~119 percentile; Mild obesity, obesity index
120~129 percentile; Moderate obesity, obesity index 130~149 percentile; Severe obesity, obesity index ≥ 150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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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식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영양지식은 최저 0점, 최고 10

비만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식습관, 운동

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음을

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

의미한다.

다. “건강교실” 프로그램 전후의 비만도, 식습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의 변화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시행하

3. 통계분석

여 분석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자인 중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2007년에 “건강교실” 프로그램의

등도 비만 이상인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위의 분석을 반복

Fig. 1. Obesity indices* of study subjects at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 Obesity index = measured body weight/ideal body
weight × 100; Ideal body weight = the 50th percentile for a children of same gender and height based on the 1998 growth chart for
Korean children aged 2-18 years. †P-value < 0.001 by paired sampled t-test in both boys and girls. Error bars represent ± standard errors.

Boys

Girls

Fig. 2. Weight status of study subjects at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 Normal weight: obesity index ≤ 109%, Overweight:
obesity index 110~119%, Mild obesity: obesity index 120~129%, Moderate obesity: obesity index 130~149%, Severe obesity: obesity
index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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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3.0 for

0.4%, 여아 5.3%)가 정상체중이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windows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고도 비만은 14.8% (남아 17.0%, 여아 11.2%), 중등도 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만은 54.0% (남아 58.7%, 여아 46.5%)로 감소하였으며, 경
도 비만은 22.4% (남아 20.3%, 여아 25.9%), 과체중은

결

6.4% (3.3%, 여아 11.2%), 정상체중은 2.5% (남아 0.7%,

과

여아 5.3%)로 증가하였다(Fig. 2).

1. 대상자의 신체계측 특징

3. 식습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의 개선
효과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시행한 신체계측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소아들의 프로그램 시행 전에 측정
한 평균 신장은 144.4 ± 7.6 cm (남아 144.8 ± 7.4 cm, 여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아들의 식습관은 3.6 ±

아 143.6 ± 7.8 cm), 평균 체중은 53.0 ± 10.0 kg (남아

7.2점(남아 3.4 ± 7.1점, 여아 4.0 ± 7.3점), 운동습관은 0.9

54.7 ± 9.8 kg, 여아 50.3 ± 9.6 kg), 평균 체질량지수는

± 4.1점(남아 0.8 ± 4.3, 여아 1.1 ± 3.9), 자아존중감은 1.0

2
2
25.2 ± 2.9 kg/m (남아 25.9 ± 2.7 kg/m , 여아 24.2 ± 2.8

± 5.3점(남아 1.4 ± 5.3점, 여아 0.4 ± 5.1점), 영양지식은

2

kg/m ), 평균 체지방률은 28.6 ± 6.1% (남아 27.4 ± 6.5%,

1.7 ± 2.4점(남아 1.9 ± 2.4점, 여아 1.6 ± 2.4점) 개선되었

여아 30.4 ± 4.9%)이었다. 중등도 비만 이상인 학생은 프로

으며,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결과가 통계적으로

그램 참가자의 81.2% (남아 87.3%, 여아 71.2%)이었다.

유의하였다(Table 2).
중등도 비만 이상인 참가자만을 선별하여 분석하더라도,

2. 비만도 개선 효과

프로그램의 식습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의 개선

소아들의 프로그램 시행 전의 평균 비만도는 140.0 ±

효과에 차이는 없었다(data not shown).

14.3% (남아 142.9 ± 12.9%, 여아 135.4 ± 15.2%)이었으
며, 프로그램 종료 후의 평균 비만도는 137.0 ± 14.4% (남

고

찰

아 139.7 ± 12.9%, 여아 132.6 ± 15.6%)이었다(Fig. 1).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들의 비만도는 평균 3.1 ±

비만은 우리 시대가 풀어야할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과제

7.7% (남아 3.2 ± 7.7%, 여아 2.8 ± 7.6%) 개선되었다(P <

중 하나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나라의 보건 당국은 소

0.001). 중등도 비만 이상인 소아만을 별도로 분석하였을 때

아들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에도 4.0 ± 7.8% (남아 3.8 ± 7.7%, 여아 4.2 ± 8.0%)의

장기적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비만도 개선효과가 관찰되었다(P < 0.001).

2010 (Health Plan 2010, HP 2010)에서도 “소아비만 인구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참가자의 20.2% (남아 22.8%, 여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과체중과 비만 관련 목

아 15.9%)가 고도 비만, 61.0% (남아 64.5%, 여아 55.3%)

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소아비만

가 중등도 비만, 12.8% (남아 10.9%, 여아 15.9%)가 경도

및 동반 대사이상 질환의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예방 및 치

비만, 3.8% (남아 1.4%, 여아 7.6%)가 과체중, 2.2% (남아

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아 코호트를 구축하여 소아비만

Table 2.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habits, self-esteem and nutrition knowledge of study subjects at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Boys
Girls
Variables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P-value∥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P-value∥
Eating habits*
35.8 (8.8)
32.4 (8.0)
< 0.001
34.9 (8.6)
30.9 (7.4)
< 0.001
†
22.7 (5.2)
21.9 (5.3)
0.002
23.3 (5.1)
22.2 (4.9)
< 0.001
Physical activity habits
‡
30.6 (6.8)
32.0 (7.2)
< 0.001
30.5 (7.4)
30.9 (8.4)
0.354
Self-respect
Nutrition knowledge§
5.0 (2.0)
6.8 (2.3)
< 0.001
5.7 (2.1)
7.3 (2.3)
< 0.001
* Questionnaires on eating habit were answered at both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in only 263 boys and 157 girls.
Values are means (SD) of these students. Low score represents desirable eating habits.
†Questionnaires on physical activity habit were answered at both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in only 274 boys and
166 girls. Values are means (SD) of these students. Low score represents desirable physical activity habits.
‡Questionnaires on self-respect were answered at both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in only 260 boys and 153 girls.
Values are means (SD) of these students. High score represents high self-respect.
§ Questionnaires on nutrition knowledge were answered at both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in only 248 boys and
149 girls. Values are means (SD) of these students. High score represents high nutrition knowledge.
∥ P-value by paired sample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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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2) 학교는 소아비만 중재 프

은 설문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연구 방법 상의 문제를 갖고

로그램을 시행하기 적합한 장소로 많은 비만중재 프로그램

있어서,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15-17,19,23)

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예

본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개발

방 프로그램은 총 3개가 보고되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생활

한 학교-기반 비만 이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영양 교육, 신체

습관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비만도 개선 효과는 관찰

활동 강화, 행동수정 교육을 포함하는 복합 구성 중재

되지 않았다.

19,28)

(multi-component intervention)로 계획되었다. 2007년에는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중재 내용에 따라 영양

서울특별시 소재 35개 초등학교가 참가하였으며, 점차 확대

교육, 신체활동교육, 행동수정, 부모의 참여 등을 복합적으

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2008년에는 초등학교 50개교, 중학

로 시행하는 복합 구성 중재와 한 가지 생활습관의 변화만

교 50개교, 교당 30~40명 이내의 경도 비만 이상인 학생을

을 시도하는 단일 구성 중재(single-component intervention)

선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소아비만

참가자들의 비만도는 평균 3.1 ± 7.7% 낮아졌으며, 고도 비

중재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에서처럼 영양, 운동, 행동수정

만자가 20.2%에서 14.8%로, 중등도 비만자가 61.0%에서

교육이 함께 진행된 복합 구성 중재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54.0%로 감소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에너지 균형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재를

참가자들의 식습관, 운동습관, 자아존중감, 영양지식 또한

진행하였을 때, 관심 어린 부모와 가족이 프로그램에 함께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참여하였을 때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

소아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중재 대상에 따라 비만한 학

다.

14,17)

그러나 복합 구성 중재는 단일 구성 중재와는 달리

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예방 프로그램과 전체 학생이나

중재 내용에 따른 효과의 크기를 감별할 수 없다. 단일 구성

비만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예방 프로

중재는 한 가지 변화에만 집중하면 되므로 학생과 부모가

15)

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Story 는 1966~1996년에 시행된

기억해야할 규칙이 많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압도

12개의 이차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12개의 연구 중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단일 구성 중재의 효과가 입증

11개의 연구에서 중재군의 비만도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으

된다면, 각 중재 내용마다 광범위한 교과과정과 훈련을 필

며, 평균적으로 약 10%의 비만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 치료

요로 하는 복합 구성 중재에 비해 비용 효과적으로 프로그

효과는 참여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비만도가 클수록 비만도

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비만한 학생만

대상으로 12달 동안 탄산음료 소비 감소에 대한 중재를 한

을 대상으로 비만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프로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과체중 유병률이 7.5% 증가한데 비해,

램 참가자들이 비만아로 낙인찍히고, 이로 인해 친구들에게

중재군에서는 0.2%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역효과가

다. Robinson30)은 TV 시청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소아비

24)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서구의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14)

James 등29)은 7~11세인 초등학생을

만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생활습
관이라고 하였다.

대부분 비만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본 프로그램은 대조군이 포함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검증

대상으로 하는 일차예방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되지 않은 설문을 사용하는 등의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참여 학생의 동기가 약하

의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들의 제한점들을 그대로

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비만하지 않은 학

가지고 있다. 소아 연령의 중재 프로그램은 대조군 없이 중

생이나, 영양결핍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해 작용이

재 전후의 결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정하는 것은 한

14,25)

실제로 세계

계가 있다. 소아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중재 기간 동안에도

보건기구로부터 어린이 건강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

체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

램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된 일차예방 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 예를 들

로그램인 “Trim and Fit”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아들에서 식

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에 학교 급식의 트랜스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6)

이장애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방 성분을 제한하였으며, 학교 내 탄산음료의 반입을 금지

우리나라의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1996년에

시켰다. 만일 대조군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전후의

27)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 이후 10여 개의 비만 중재 프로

비만도의 개선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소아들의 성장 때문

19)

그램이 시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지, 학교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만한 학생만을

그리고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진행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이차예방 프로그램이었다. 대부분의 연

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들이 대조군을 포함하지 않았고, 타당도 검증이 되지 않

교육청에서 제시한 매뉴얼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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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이전에 국내에서 시행된

percentage were measured and lifestyle habits were

어떤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많은 학교

surveyed at baseline and post-intervention.

로부터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Results: Mean obesity index of participants was 140.0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기존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비교적 장

± 14.3% at baseline and 137.0 ± 14.4% at post-intervention.

기적으로 1, 2학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는 장점을

Mean obesity index of participants was reduced by 3.1 ±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단일년도 사업

7.7% (P < 0.001). The prevalence of severe obesity was

으로 그치지 않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므

decreased from 20.2% to 14.8% and the prevalence of

로, 본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첫 해의 연구 결과

moderate obesity was decreased from 61.0% to 54.0%

를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after this intervention.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소아비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소아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긴

habits, self-respect and nutrition knowledge were also
improved through this intervention.

급히 해결해야할 공중 보건학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학

Conclusion: “Fitness Class” performed on elementary

교-기반 소아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역사는 서구에 비해 30

schools in Seoul in 2007 reduced obesity index of

년 늦게 시작된 만큼, 아직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이 있다.

children and also improved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보건 당국에서 소아 비만의 문제

habits, self-esteem and nutrition knowledge of children.

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

However, definite effect of this intervention could not be

아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evaluated due to some limitations in program design.

에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비록 많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

Key words: child, overweight, school, intervention

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 and Overweight.

ABSTRACT

2006. [WWW document]. available from: URL: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1/en/ind

Effect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Overweight Children “Fitness Class”
Performed o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ex.html (accessed 3 March 2008)
2. Prentice AM. The emerging epidemic of obes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t J Epidemiol 2006;35:93-9.
3. Yoon KH, Lee JH, Kim JW, Cho JH, Choi YH, Ko

Background: Preventing and treating obesity during
childhood have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strategy to

SH, et al. Epidemic obesity and type 2 diabetes in
Asia. Lancet 2006;368:1681-8.

tackle the global epidemic of obesity. School setting is

4. Poptin BM, Conde W, Hou N, Monteiro C. Is there

suitable to carry out intervention for childhood obesity.

a lag globally in overweight trends for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effect of a school

compared with adults? Obesity 2006;14:1846-53.

-based intervention for overweight children performed o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2007.

5. 박영신, 이동환, 최중명, 강윤주, 김종희. 23년간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추이. 소아과 2004;47:247-57.

Methods: “Fitness Class” was a multi-component

6. Hill JO, Trowbridge FL. Childhood obesity: Future

intervention including education on nutrition, physical

directions and research priorities. Pediatrics 1998;101:

activity and behavior modification. It was an intervention

570-4.

for secondary prevention targeting obese children. The

7. Serdula MK, Ivery D, Coates RJ, Freedman DS,

intervention was composed of 12 sessions during 1st

Williamson DF, Byers T. Do obese children become

semester and 2nd semester, respectively. 446 students

obese ad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rev Med

(276 boys, 170 girls; 2 students from 3rd grade, 188 from

1993;22:167-77.

4th grade, 210 from 5th grade, 46 from 6th grade) from

8. Styne DM.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Prevalence

35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were included in

and significance. Pediatr Clin North Am 2001;48:823-54.

this study. Body mass index, obesity index and body fat

9. Gidding SS, Leibel RL, Daniels S, Rosenbaum M,

- 152 -

－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학교-기반 비만 중재 프로그램 “건강교실”의 비만도 개선 효과 －

Van Horn L, Marx GR. Understanding obesity in

18. Brown HS 3rd, Perez A, Li YP, Hoelscher DM,

youth. A statement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Kelder SH, Rivera R. The cost-effectiveness of a

the Committee on Atherosclerosis and Hypertension

school-based overweight program. Int J Behav Nutr

in the Young of the Council on Cardiovascular

Phys Act 2007;4:47.

Disease in the Young and the Nutrition Committee,
American

Heart

Association.

Writing

19. 박경희, 유선미. 학교에서 시행한 비만 예방 및 관리 프

Group.

Circulation 1996;94:3383-7.

로그램 평가. 가정의학회지 2006;27:471-80.
20. Yoo S, LEE SY, Kim KN, Sung E. Obesity in

10. Freedman DS, Dietz WH, Srinivasan SR, Berenson

Korean pre-adolescent school children: comparison of

GS. The relation of overweight to cardiovascular risk

various

factor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Bogalusa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Int J Obes 2006;

Heart Study. Pediatrics 1999;103:1175-82.

30:1086-90.

11. Zametkin AJ, Zoon CK, Klein HW, Hunson S.

measurements

based

on

21. 대한소아과학회 보건통계위원회. 1998년 한국 소아 및

Psychiatric aspects of child and adolescent obesity: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 Am Acad Child

anthropometric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 세부자료. 1998.
22. 조영규, 강재헌, 전정윤, 김경아, 김옥현, 송지현 등. 도

Adolesc Psychiatry 2004;43:134-50.

시지역 비만아의 비만도 개선과 관련된 요인. 대한비만

12. Healthy Weight 2008; AUSTRALIA'S FUTURE: The
national action agenda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학회지 2007;16:23-30.
23. 박경희. 소아,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

and their families. available from: URL:http://www.

회 중재. 가정의학회지 2004;25:519-26.

healthyactive.gov.au/internet/healthyactive/Publishing.n

24. Neumark-Sztainer D, Story M. Recommendations

sf/Content/healthy_weight08.pdf/$File/healthy_weight0

from overweight youth regarding school-based weight

8.pdf (accessed 3 March 2008)

control programs. J School Health 1997;67:428-33.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moting health through

25. Caballero B. Obesity prevention in children: opportunities

schools. Report of a WHO Expert Committee on

and challenges.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Comprehensive

2004;28:S90-5.

School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97. available from: URL: http://www.

26. Lee HY, Lee EL, Pathy P, Chan YH. Anorexia nervosa

eric.ed.gov/ERICDocs/data/ericdocs2sql/content_storag

in Singapore: an eight-year retrospective study. Singapore

e_01/0000019b/80/15/8b/fc.pdf

(accessed

3

March

Med J 2005;46:275-81.
27. 김현아, 김은경. 학령기 비만아동을 위한 체중조절 프로

2008)

그램의 실시 및 효과 평가. 한국영양학회지 1996;29:

14. Boon CS, Clydesdale FM. A review of childhood and

307-20.

adolescent obesity interventions. Crit Rev Food Sci

28. 이가영, 남현모, 이정란.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Nutr 2005;45:511-25.

예방의 효과. 대한비만학회지 2007;16:125-9.

15. Story M. School-based approaches for preventing and
treating obesity.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9. James J, Thomas P, Cavan D, Kerr D. Preventing
childhood

1999;23:S43-51.

obesity

by

reducing

consumption

of

carbonated drinks: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16. Sharma M.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childhood

BMJ 2004;328:1237.

and adolescent obesity. Obes Rev 2006;7:261-9.
17. Sharma M. International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30. Robinson TN. Television viewing and childhood

preventing obesity in children. Obes Rev 2007;
8:155-67.

- 153 -

obesity. Pediatr Clin North Am 2001;48:1017-25.

－ 대한비만학회지: 제 18 권 제 4 호 2009 －

<부 록>

Table 1. Contents of 1st semester "Fitness Class" program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준비 기간

□ 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 (체성분 검사)
□ 해당아동 건강교실 신청서 배부 및 회수
□ 참여아동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

담당

Session 1

□
□
□
□
□

기초 설문조사 및 건강상담교실 운영 안내 (설명)
체성분 측정 결과 설명 및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설문지 분석 후 개인별 최종목표 및 주간목표 설정
건강일기 작성법 설명, 건강일기 배부
우리의 다짐

담당
보건

Session 2

□
□
□
□
□

참여아동의 운동능력을 검사
스트레칭 배우기, 체력운동 배우기
줄넘기 목표량 정하기
운동 실천일기 작성법 설명, 운동일기 배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변화될 나의 모습 설정하기 및 나의 다짐

체육

Session 3

□ 영양소와 식품배우기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식품구성탑 만들기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영양
- 영양소 신호등에 대해 알기

□ 칼로리와 바꿔먹기
- 칼로리의 개념 알기
- 바꿔먹기표를 보고 바꿔먹기 이해하기

- 1단위와 바꿔먹기
- 100칼로리에 해당하는 식품의 양 알기

영양

□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요?
- 올바른 식습관 알기
- 올바른 외식의 선택법 알기

- 올바른 간식의 섭취 방법 알기
- 게임을 통해 배운 내용 정리하기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관목표 설정
□ 학습활동-「비만! 무엇이 문제인가?」
-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
-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료 및 관리
□ 가정에서의 식사지도 가정통신 배부

보건
- 소아청소년 비만의 특징 및 문제점
-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간목표 설정
□ 학습활동-자아존중감 증진 활동「나의 모든 것」
- 나를 알아보기
- 나는 특별해

Session 8

□
□
□
□

Session 9

□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
-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 여러 가지 운동별 칼로리 소비량 알아보기

Session 10

영양
(선택)

보건
(선택)
-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참여아동의 운동능력 향상 정도 측정
운동능력 향상 정도에 따라 급수 부여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점 및 성과 반성나누기
여름방학까지의 목표 설정과 나의 다짐

□ 식사일기 (기초학습)
- 식사일기 쓰는 방법 알기

체육

- 부모님을 도우며 할 수 있는 운동

체육
(선택)
영양

- 식사일기 직접 써보기

Session 11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간목표 설정
□ 학습활동-사회적 지지와 강화를 위한 활동
- 「주변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편지 쓰고 발표하기」
- 「자신감을 가져요」 명상의 시간

보건

Session 12

□
□
□
□

담당
종합

건강일기 평가 및 1학기 종합평가
여름방학 생활계획 세우기 및 방학 중 지속관리 안내
체성분 측정 신체계측
프로그램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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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2nd semester "Fitness Class" program
구분
주요 내용

비고

Session 1

□
□
□
□

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 (체성분 검사)
방학 중 건강일기 분석 및 2학기 건강일기 배부
2학기 건강일기 작성법 설명, 건강일기 배부
2학기 우리의 다짐

보건

Session 2

□
□
□
□

참여아동의 방학기간 중 운동능력 향상 정도 측정
운동능력 향상 정도에 따라 급수 부여
여름방학 기간 중 운동 성과 및 반성나누기
앞으로의 목표 설정과 나의 다짐

체육

Session 3

□ 영양소와 식품배우기 ☞ 반복심화학습
- 게임을 통한 영양지식 습득하기
- 낱말퍼즐을 통한 식품알기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영양
- 빙고게임을 통한 식품배우기
- 우리학교의 식단 구성 알기

□ 칼로리와 바꿔먹기 ☞ 반복심화학습
- 1단위와 바꿔먹기
- 밥상을 차리자
- 조리용 계기의 사용법 알기

영양
- 식품별 1단위의 양 알기
- 평가해 보아요! 나의 식사점검(먹은 양 알아보기)

□ 조리실습 (소집단 협력활동)
- 조리법에 따른 열량의 차이를 알기(조리 실습)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간목표 설정
□ 학습활동 -「소아 청소년 비만과 생활습관병」
- 생활습관병의 정의 및 종류, 원인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 발송

- 저열량 조리법 알기

영양
(선택)
보건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

Session 7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간목표 설정
□ 학습활동- 자아존중감 증진 활동「나의 참 모습; 안과 밖」
- 나의 모습 재인식하기
- 나의 모습 새롭게 정립하기

보건
(선택)

Session 8

□
□
□
□

체육

Session 9

□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한 근육운동 알아보기
- 상체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
- 하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

Session 10

Session 11

Session 12

참여아동의 방학기간 중 운동능력 향상 정도 측정
운동능력 향상 정도에 따라 급수 부여
여름방학기간 기간 중 운동 성과 및 반성나누기
앞으로의 목표 설정과 나의 다짐

□ 식사일기(심화학습) 및 영양지식 정리
- 식사일기를 통한 식습관 개선
- 놀이를 통한 반복학습

체육
(선택)
영양

- 튼튼이가 되기 위한 기초영양지식

□ 건강일기 평가 및 차기 주간목표 설정
□ 학습활동- 「생활습관 이렇게 고쳐봐요」
-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아보자
□
□
□
□

- 복부 및 허리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

건강일기 평가 및 2학기 종합평가
추후관리 안내 및 지속관리의 중요성 교육
체성분 검사 및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프로그램 평가 및 보상,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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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생활습관 관련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퀴즈
담당
종합

－ 대한비만학회지: 제 18 권 제 4 호 2009 －

Table 3. Questionnaires on eating habits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1.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2. 밥은 1공기 이상 먹는다.
3. 음식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4. 밥보다는 간식을 더 많이 먹는다.
5. 식사 후에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먹는다.
6.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다.
7. 저녁식사를 많이 먹는다.
8. 잠들기 전에 야식을 많이 한다.
9. 군것질(과자, 등)을 많이 한다.
10. 음식을 가려 먹는다(편식한다).
11. 외식이나 잔치에 가면 과식을 하게 된다.
12. 고기나 기름진 음식(튀김, 전, 볶음, 등)을 자주 먹는다.
13. 콜라, 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를 자주 먹는다.
14. 인스턴트식품(라면, 3분 카레, 등)이나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등)를 자주 먹는다.
15. 단 음식(사탕, 초콜릿, 케이크, 등)을 자주 먹는다.
전혀(1점): 0일/1주, 가끔(2점): 1~2일/주, 보통(3점): 3~4일/주, 자주(4점): 5~6일/주, 항상(5점): 매일(1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

Table 4. Questionnaires on physical activity habits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1.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축구, 야구, 태권도, 등)을 하거나, 친구들과 뛰어 논다.
2.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컴퓨터 게임 포함)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3. 밖에 나가 놀기보다는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4. 체육시간에 열심히 운동에 참가한다.
5. 가까운 거리(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
6. 집안일을 거들거나 심부름을 잘 한다.
7. 운동할 시간이 없다.
8. 쉬는 날에는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9.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한다.
전혀 (1점): 0일/1주, 가끔 (2점): 1-2일/주, 보통 (3점): 3~4일/주, 자주 (4점): 5~6일/주, 항상 (5점): 매일 (1,4,5,6,8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

Table 5. Questionnaires on self-respect
전혀 그렇지 별로 그렇지
보통이다
않다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때로 나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3,5,8,9,10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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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Questionnaires on nutrition knowledge
1. 영양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② 우리의 성장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③ 영양소의 종류에는 단백질, 당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 있다.
④ 한 식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2. 다음 중 에너지(열량)를 내는 영양소가 아닌 것은? ( )
① 탄수화물 ② 단백질 ③ 무기질 ④ 지방
3. 각 영양소가 내는 에너지 (열량)가 틀린 것은? ( )
① 당질 1 g: 4 kcal ② 단백질 1 g: 4 kcal
③ 지방 1 g: 9 kcal ④ 비타민, 무기질 1 g: 4 kcal
4. 칼로리의 설명이 아닌 것은? ( )
①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힘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②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위이다.
③ 표시단위는 kcal이다.
④ 당질과 단백질의 1g이 내는 칼로리가 다르다.
5. 같은 무게의 다음 식품 중 칼로리(열량)가 가장 높은 식품은? ( )
① 버터 ② 바나나 ③ 쇠고기 ④ 우유
6.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드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 아닌 것은? ( )
① 참기름 ② 두부 ③ 달걀 ④ 생선
7. 학교에서 매일 먹는 보통 우유 1팩 (200 mL)의 칼로리는? ( )
① 약 50 kcal ② 약 125 kcal ③ 약 200 kcal ④ 약 350 kcal
8. 감자 1개를 다음과 같이 조리하였을 때 가장 에너지 (열량)가 높은 것은? ( )
① 감자조림 ② 감자튀김 ③ 감자국 ④ 찐 감자
* 다음 문항 중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9. 쌀밥 1공기는 100 kcal이다. ( )
10. 과일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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