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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counsel on diet control program
in obese childre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is 9.3 years

old. Calculated by using the

average weight from each height, and the average obesity index was 52%.
2) The average calorie intake by subjects on everyday cases concluded as 2172.4kcal, which
is 114% of RDA. Most of nutrient intake is higher than RDA, however, the intake of vitamin
A and B6 are 72.6% and 76% of RDA. The case of mineral is that the average intake of iron,
calcium and zinc are 15.2mg, 563.8mg and 7.75mg, which make them lower than RDA.
3) The average density in serum, triglyceride, cholestrol, and HDL,LDL-cholestrol are; 202.1
mg/dL, 186.7 mg/dL, 42.6 mg/dL and 95.2 mg/dL. In addition, to analyze on state of liver
function; the density of examined serum GOT and GPT are 31.5 mg/dL and 33.3 mg/dL.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ve 30% of hyperlipidemia, and 46% of abnormal liver function, and more
than one cases of complication show on 31 children which make 51% of the subjects.
4) The results of the step by step diet control program are increase of height and decrease of
weight whereas the obesity index shows from 52.0% to 44.9%; which proves considerable
decrease comparing with before the application. The measurements of breast, triceps,
subcutaneous fat and body fat show significant decrease. Also within the serum; the cholestrol,
triglyceride, GOT and GPT,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density of magnesium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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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는 정도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

론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비만의 관리를 위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과잉영양의 문제가 생기면

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행동

서 어린이 비만과 과체중이 최근 건강의 관심사로 대

수정이 포함된 단계적인 체중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

두되고있다[1,2]. 비만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

였으며 이를 실시함으로 체중의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인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합병증의 감소와 균형잡힌 식사요법을 통해 혈청성분

병 등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있다[3,4,5]. 따라서 신체발육에 중요한 시기면서 정신

다. 이 연구는 앞으로 개설될 소아비만 클리닉운영에

적 발달도 현저한 소아기의 비만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도움을 줄 것이며 지속적인 체중조절을 원하는 비만아

고 하겠다. 지금까지 소아비만을 대상으로 비만의 문

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와 영양실태 조사 및 비만의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으나[6,7,8] 대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실

연구대상 및 방법

시한 연구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어 연령이나

1. 연구대상

성별, 비만도에 따른 개인의 개별성이 고려되지 못하
였다. 또한 대부분의 비만아를 위한 체중조절 프로그

본 연구는 S병원 소아과에서 전문 영양상담사와 의

램은 일시적인 영양교육과 부분적으로 운동을 실시하

사, 간호사로 구성된 비만클리닉을 개설한 후 비만증

Table 1. Diet Control Program for Obese Children- Step 1
: Step 1 - 프로그램 실시 첫 단계
목표설정

현재의 자신의 상태파악 및 비만의 문제점과 치료를 위한 교육

조사항목

▸인체계측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Triceps, 체지방 측정
▸혈청을 이용한 혈청지질 및 혈청무기질 분석
▸설문지를 통한 식습관 및 기호도 조사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활동표를 통한 활동량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부모의 태도 조사

식사요법

▸설문지의 검사내용과 상담을 토대로 잘못된 식습관 판정
▸간식의 올바른 선택방법 지도
▸식품군에 따른 열량 및 영양소 비교
▸하루 3끼의 균일한 섭취를 강조
▸식사지침서를 바탕으로 식사준비
▸다양한 조리법 지도 (같은 재료로 조리법에 따른 열량의 차이비교)
▸열량이 높은 음식과 적은 음식의 비교

운동요법

▸조사한 활동표를 통해 운동의 필요성 인식
▸여러종류의 운동그림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여
▸1주일에 3회 이상하도록 약속

행동요법

▸설문지를 토대로 잘못된 식습관을 설정하여 고치도록 지도
▸용돈의 올바른 관리
▸식사속도의 조절과 바른자세로 식사하기

과제물

▸식사일지와 운동일지를 주어 매일 먹은 것과 운동의 종류와 시간
을 기록하도록 하며 다음 상담일에 가져오도록 함
▸잘못된 행동과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적어서 매일 보고 지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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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 Control Program for Obese Children- Step 2
: Step 2 - 비만의 치료를 위한 영양교육과 운동 및 수정
목표설정

비만도의 감소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조사항목

▸인체계측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Triceps, 체지방 측정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설문지를 통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 측정
▸활동표를 통한 활동량조사
▸전달에 나눠준 과제물 평가

식사요법

▸식습관이 교정되었는지 평가
▸외식의 열량 비교와 주의할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열량
▸열량의 개념과 각 영양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
▸저칼로리 조리방법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배부)
▸전달의 조사한 영양소 섭취량 결과를 토대로 영양상태 설명
▸채소와 해조류 등 저열량 음식의 섭취를 권장

운동요법

▸운동일지를 통해 운동평가
▸전달에 조사한 활동량 결과를 통해 활동상태 점검
▸에너지 균형과 운동과의 관계 설명
▸매일 운동을 하도록 지도

행동요법

▸잘못된 식습관이 수정되었는지 평가
(수정되지 않았으면 다시 노력)
▸그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상담

과제물

▸식사일지와 운동일지를 주어 매일 먹은 것과 운동의 종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며 다음 상담일에 가져오도록 함
▸잘못된 행동과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적어서 매일 보고 지키도록함
▸전달과 비교하여 다시 지켜야 할 지침을 교육

을 치료하고자 내원한 소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

지식을 습득한 후 식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그램을 실시하였다.

지도하였다. 운동의 경우도 비만아동이 좋아하는 운동
을 선택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후 매일 꾸

2. 단계별 영양교육 프로그램 내용

준히 할 것을 주지시켰으며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비

모든 비만아에 대해는 Step 1을, 다음달에는 Step 2

만아의 생활양식에 따라 한달에 1～2가지씩 자신의 잘

를 실시한 후 Step 3으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

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지도하였다. 영양교육 및 상

였다 (Table 1～3). 프로그램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담은 매달 비만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및 행동요법이 포함되었다. 비만아의 영양관리에서 식

실시되었으며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과제물과 프로그

사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짜여진 식

램 관련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인체계측 및 혈액성분

단에 따라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 재검사를 통해 영양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변화

서는 처음에는 잘못된 식습관의 수정을 위해 간식의

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상담을 부모와 아동에게

올바른 선택법과 식품군에 따른 열량 및 영양소의 비

실시하였다.

교를 통해 영양교육을 시켰으며 영양에 대한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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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 Control Program for Obese Children- Step 3
: Step 3 - 지속적인 비만도의 감소와 정상체중의 유지를 위한 교육
목표설정

비만도의 감소와 목표에 도달 후 유지를 위한 교육

조사항목

▸인체계측 (신장, 체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Triceps, 체지방 측정
▸혈청을 이용한 혈청지질 및 혈청무기질 분석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활동표를 통한 활동량조사

식사요법

▸식품교환단위를 이용한 식단작성 지도 (부모와 함께)
▸현재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와 권장량과의 비교
▸식품의 칼로리 계산법 지도
▸영양관리의 중요성 재인식
▸식사준비시 고려할 점과 유의사항 정리

운동요법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 인식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점검
▸꾸준한 운동의 필요성 설명

행동요법

▸비만아의 잘못된 행동유형 설명
▸지속적인 행동수정의 병행 지도

과제물

▸식사일지와 운동일지를 계속하여 작성하도록 지도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및 행동요법에 관련된 안내서 배부
▸비만도가 다시 증가되었을 경우 다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3.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한국 소아의 신체 발육 표
준치[9]의 신장별 표준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산출
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여 비만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Caliper를 이용하여 상완위
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체지방측정기로 체
지방 함량을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단계별 프로그
램 실시마다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리한 후 혈액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혈당, 혈청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
레스테롤등 혈청의 지질농도를 분석하였다. 글루타민
산 탈수소효소를 이용하여 GOT와 GPT의 농도를 구
하였다. 혈청의 무기질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혈
청철분, 칼슘, 구리, 아연 및 마그네슘의 농도를 분석
하였다. 각 성분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측정하였
으며 3단계 프로그램 실시후 다시 한번 측정하여 그

4. 영양소 섭취량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계별 프로그램실시할 때마다 2～3일간 섭취한 음
식을 24시간 회상법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 후 섭취량
은 Diet Program (Soft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식습관의 조사를 위해서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5. 혈압과 혈청성분의 조사

6. 통계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Package SPSS/Win Ver
8.0[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단계별 프로그램의 실시후의 효과는 paired t-test를 이
용하여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유의성은 1%와 5%

10분 이상 안정상태를 유지시킨후 수축기 혈압과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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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fter Diet Control Program
Pre-program

After Step1

After Step2

After Step3

Significance

Height

(cm)

137.9±14.6

137.6±15.0

139.9±14.3

138.5±14.3

NS

Weight

(kg)

50.2±17.4

48.8±17.9

50.3±17.9

48.4±17.6

NS

Obesity
Index

(%)

52.0±18.2

47.9±17.5

45.9±16.9

44.9±17.6

p<0.01

Breast

(cm)

82.2±13.1

80.4±12.7

81.1±13.2

80.4±13.1

NS

0.93±6.1

0.93±5.5

0.93±5.4

0.93±4.9

NS

(mm)

20.3±2.7

19.5±2.5

19.5±2.8

19.1±2.8

p<0.01

(%)

30.8±4.0

30.0±3.8

30.1±3.6

29.7±4.1

p<0.01

WHR
Triceps
Body fat

Values are mean ± S. D.
WHR: waist hip ratio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 -test,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Step 2 실시에 따라 신장이

결과 및 고찰

다소 증가되었고 비만도는 45.9%로 계속 감소되고 있

1. 대상자의 특성

었다. 다른 신체둘레의 비율과 체지방 비율은 Step 1

비만증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후 Step 1에 따라

실시 후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Table 4). 영양관리 프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은 아동은 남아 29명, 여아 32명

로그램이 Step 3까지 진행됨에 따라 체중이 감소되면

인 61명으로 평균연령은 9.3세였으며 평균 신장은

서 비만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들고 삼두박근의 두께와

137.9 cm, 체중은 50.2 kg으로 신장별 표준체중[10]을

체지방의 비율도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여 계산된 비만도는 남아와 여아가 각각 58.7%,

다른 영양프로그램의 실시 후에도 단기간에는 체중의

45.9%로 평균 52.0%였다. Step 1실시 후 다시 병원에

감소효과가 보여지고 있다[11,12]. 그러나 비만 치료후

내원하여 Step 2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은 남아가 19

3개월 이내에 감소된 체중이 회복되는 등 장기적인 체

명, 여아는 23명으로 4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9.1세

중조절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만 치료의 성공

였다. 3개월이상 참가하여 Step 3 프로그램까지 참여

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체중감소보다는 감소된 체중을

한 아동은 18명이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13,14]
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

2. 신체계측의 변화

요함을 강조하게 된다.

Step 1 실시에 따라 체중의 유의적인 감소로 남아의

3. 식이섭취 실태의 변화

비만도는 58.7%에서 54.2%로, 여아는 45.9%에서
42.7%로 낮아져서 전체 평균 4.1%가 감소되었다

Table 5에 나타난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실태를

(Table 4). 가슴둘레는 평균 80.4 cm로 유의적인 감소

보면, 전반적으로 처음보다 영양소의 섭취가 줄어들었

를 보였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는 각각 78.1 cm, 84 cm

는데 Step 1 실시후 특히 열량이 유의적인 감소를 나

로 줄어들었으나 허리 엉덩이 둘레의 비율 (WHR)에

타내었고 당질의 섭취양과 지방의 섭취 비율도 줄어들

는 변화가 없었다. 삼두박근의 피하지방 두께와 체지

었다. 비타민 E와 엽산의 섭취가 조금씩 증가되었으며

방 비율도 19.5 mm와 30.0%로 처음 내원했을 때보다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의 감소로 단백질의 섭취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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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tion Intakes Percentage by RDA After Diet Contol Program
Pre-program

After Step1

After Step2

After Step3

Significance

Energy

114.0±10.1

98.7±12.9

93.2±22.1

100.2±10.6

p<0.05

Protein

166.8±50.0

157.7±38.7

155.5±56.8

157.3±40.2

NS

Vit. A

72.6±45.1

72.5±53.4

57.7±30.5

p<0.01

Vit. D

609.2±1598.8

263.5±637.9

376.1±863.7

546.7±1165.0

NS

Vit. E

110.4±83.2

139.1±253.8

106.8±67.0

94.1±65.1

NS

Vit. C

170.2±111.2

161.1±93.7

165.3±113.1

146.1±74.2

p<0.05

Vit. B1

126.6±50.5

116.6±37.4

103.4±38.0

148.8±79.8

p<0.05

Vit. B2

127.5±38.1

126.3±32.1

110.3±43.6

126.3±38.0

NS

Niacin

167.1±63.7

165.5±55.2

159.6±67.3

168.6±55.4

NS

Vit. B6

76.0±40.3

65.1±30.2

64.0±48.1

72.6±38.6

NS

Folate

34.1±18.1

38.8±21.2

28.5±19.4

24.9±20.4

p<0.05

Ca

76.1±41.7

81.3±27.1

78.4±38.6

72.3±27.7

NS

P

155.0±36.3

158.9±40.9

150.2±49.3

155.0±35.9

NS

Fe

113.8±51.5

111.9±44.8

105.6±50.0

90.1±31.0

p<0.05

Zn

68.9±40.4

62.3±32.3

63.4±37.4

65.6±34.0

NS

66.2±37.6

Values are mean ± S. D.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test

감소되었다. Step 2와 Step 3 실시 후 Step 1 실시 결

은 대부분 당질이나 지질같은 열량영양소의 섭취는 권

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열량이 계속해서

장량보다 높으나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섭취는 다소 낮

권장량보다 다소 낮게 섭취되고 있으며 체중조절을 위

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만아의 관리에서

해 채소의 양을 더 섭취하도록 권장하여 비타민 B1과

열량과 관계있는 3대 영양소외에 무기질과 비타민의

니아신의 섭취가 다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만

균형있는 섭취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만아에서 무기질

4. 혈압 및 혈청성분의 변화

의 경우 정상아보다 낮게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특히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아연의 경우 권

프로그램을 실시한기 전에 실시한 혈압 및 혈액검사

장량 이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16].

결과, 비만아의 혈압은 평균 수축기 혈압 135.2 mmHg,

본 연구 대상자들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확장기 혈압 72.2 mmHg였다. 혈청 중성지방, 총 콜레

열량과 다른 영양소의 섭취는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면

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의 평균 농

서 반대로 철분과 인 등의 무기질의 섭취는 큰 변화가

도는 각각 202.1 mg/dL, 186.7 mg/dL, 42.6 mg/dL,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

95.2 mg/dL로 나타났다. 또한 간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따라 3대 영양소 외에 비타민과 무기질의 균형있는 섭

위하여 조사된 혈청 GOT와 GPT의 농도는 각각 31.5

취를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인 아동

mg/dL, 33.3 mg/dL였다. 이상을 통하여 합병증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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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blood pressure and serum lipids after diet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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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serum mineral after diet control program.

정한 결과 고지혈증이 18명, 간기능에 이상인 있는 아

소됨에 따라 혈청 지질의 함량은 감소를 보였으나 혈

동이 28명으로 한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지닌 아동이

청 무기질의 함량은 증가되었다. 혈청지질의 변화는

전체의 50.8% (31명)로 나타났다.

지방 섭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있는데

Fig. 1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tep 3 실시 후 3개

본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체중조절과

월 만에 측정한 혈청 성분의 변화를 보면, 비만도가 감

영양교육의 영향으로 식이섭취량이 조절되면서 비만

- 171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0 권 제 2 호 2001 －
도가 감소되어 혈액성분의 변화도 가져오게 된 것이라

육과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31명
(51%)에서 합병증이 보였었는데 Step 3 실시 후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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