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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alence of obesity is increasing worldwide and has become a serious epidemic health problem. We 
developed the ‘Change 10 Habits’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obesity treatment and dietary guidelines and 
examined its effects on customized nutrition education in mildly obese adults.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Study subjects were excluded if they had several major diseases, if had consumed 
an anti-obesity drug, or if they practiced an obesity-related program within 30 days. The subjects (n=87, 25≤
BMI＜30) were each exposed to the customiz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with four lessons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TTM). The stage-matched program was administered for 12 weeks and 
was run by a clinical dietitian. Overall, subjects who were in the precontemplation/contemplation stage at 
baseline made progress in the preparation and action/maintenance stage after 12 weeks (P＜0.05). For 
‘Alcohol is consumed, up to 2 drinks per day’, the proportion of subjects who belonged in the action/main-
tenance stage increased from 34.5% to 49.4% at 12 weeks. In addition, scores of all items significantly in-
creased after the program (P＜0.05). ‘Chew more than 10 times and eat slowly’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3.9±2.4 to 5.8±2.3 (P＜0.05). In conclusion, behavioral stage-matched nutrition education using the 
‘Change 10 Habits’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eating behaviors and enhancing healthy lifestyles in 
mildly obes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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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비만 인구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전 세계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Rokholm 등 2010). 우리나라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비만 유병률(BMI≥25)이 1998년 26.0%, 
2005년 30.8%, 2013년 32.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비만 치료로는 식사, 운동, 행동요법이 기본이 되

며 단독요법으로 섭취열량을 제한하는 저열량 식이

요법, 초저열량 식이요법(Niskanen 등 1996; Hellström 
등 1997), 주 2∼3회, 1회 45∼60분 복합 운동프로그

램(Lean 등 1996; Kwon 등 2012)을 실시하기도 하지

만 식사, 운동, 행동요법을 병행한 다각적인 방법으

로 구성된 지속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체중감소

와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Stunkard 1987;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8). 국
내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으나(Lee 등 2008; Choi 2009) 대부분의 

연구가 지식 전달과 연구기간 내 열량 제한, 운동프

로그램 진행으로 단기간의 일시적인 체중감소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매주 각각의 주제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 교육

의 반복성이 떨어졌고 프로그램 중 포함된 운동, 식
행동 및 생활습관 개선은 연구 종료 후 자발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Epstein & 
Wing 1987; Choue 등 1995; Lee & Chang 2007). 따
라서 단기간의 체중감소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체

중감소와 유지, 스스로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을 위

한 교육이 요구되며(Fitzwater 등 1991) 생활습관 변

화를 통한 체중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ong 
등 2013). 통상적인 영양교육이 아닌 행동습관의 변

화나 태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과 같은 간

단한 메시지를 통한 중재는 식사 및 행동 권장사항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Snyder 
2008; Pollard 등 2008). 또한 실천 중심의 메시지를 

제공하여 중재를 하였을 때 자기점검(self-monitoring)
과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Franklin 등 2006; Joo & Kim 2007).
영양교육을 계획하거나 실시할 때에는 개인의 행

동변화단계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전략을 세워 진

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Cardinal & Sachs 1996; 
Clark 등 2004).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범이론적 모

델(Transtheoretical model, TTM)의 행동변화단계에 따

라 단계별 전략을 시행한 체중조절 영양교육은 미

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비만(25kg/m2

≤BMI
＜30kg/m2) 성인의 체중감소를 위한 실천 중심의 10가
지 간단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개인별 영양교육을 실시한 후 식

행동 및 생활습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의료기관, 다이어트 정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대상자는 신

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경도비만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 25kg/m2 이상 30kg/m2 미만인 자를 선정하였다. 
질환을 진단받은 자(고혈압, 당뇨, 심장, 신장, 간, 
갑상선, 담낭, 통풍, 우울증, 정신질환자), 비만치료

제 또는 체중조절 관련 약물(흡수저해제, 항우울제, 
식욕억제제, 피임약, 스테로이드 제제, 여성 호르몬

제)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연구 시작 전 30일 이내

에 상업적인 비만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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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10 Habits’ Recommendation Source

1. 1 hour of exercise a day Management of obesity 2012 recommend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2. Alcohol is consumed, up to 2 drinks per day for men 
(1 drink per day for women)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5

3. Eat 3 meals regularly, adequate amount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adult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4. Avoid food with sugar-sweetened beverage, snack, 
high sugar and salt contents

Guideline: sugars intake for adults and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United Satates Department Agriculture 2010

5. Eat 5 color foods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adult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6. Balanced intake of 6 food groups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adult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7. Get at least 7 hours of sleep National Sleep Foundation 2015

8.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2013

9. Do not eat after 9 pm Eating habits guide for weight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10. Chew more than 10 times and eat slowly Management of obesity 2012 recommend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Table 1. The development of the ‘Change 10 Habits’.

한 사람에 한해 동의서를 받아 최종 105명을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K대학병원

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KMC 
IRB 1401-05) 수행되었다. 연구 시작 시 대상자의 일

반사항을 조사하였고 매 방문마다 개발된 ‘Change 
10 Habits’의 문항별 단계 판정 후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

인 참여가 어려운 18명은 중도 탈락되었고 연구에 

빠짐없이 참여한 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Change 10 Habits’ 구성 

실천 중심의 간단한 메시지를 이용하여 식사 및 

생활습관을 변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상생활

에서 쉽게 떠올려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
한비만학회 비만치료지침,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

침, 국외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숫자 1∼10번호와 연

관 지어 10개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Change 10 
Habits’로 정하였다. ‘Change 10 Habits’ 각 개발 근거

는 다음과 같다(Table 1). 

(1) 하루 1시간 운동하기

체중감량을 위해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로 하루에 

30∼60분 실시하며 주당 5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

하는 대한비만학회 비만치료지침(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을 따라 구성되었다. 

(2) 술 마실 때, 하루 2잔 이하 마시기

(여자는 1잔 이하)

알코올은 높은 열량(7kcal/g)을 지니고 음주는 식

사량, 지방섭취 증가, 지방 연소의 방해 등 다양한 

기전으로 체내 지방 축적에 영향을 미치므로(Colditz 
등 1991; Arif & Rohrer 2005) 대한비만학회 비만치

료지침(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에서는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제한하였다.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에서는 적정 음주를 1일 남자 표준 2잔, 여
자 표준 1잔으로 정의하였다.

(3) 하루 3끼 식사 규칙적으로 적정량 섭취하기

식사를 거르게 되면 다음 끼니를 더 많이 먹기 

쉬우며 식사를 거르는 일이 계속되면 신체의 대사

율이 떨어지고 영양소를 많이 저장하려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의 나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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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활동량에 따라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다.
(4) 4S(sugar-sweetened beverage, snack, sugar, 

salt) 섭취 제한하기

첨가당 및 가당음료의 섭취는 포만감이 낮고 섭

취 후 다음 식사에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열량보

상(caloric compensation)이 일어나지 않아 총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조직 내 체지방으로 전환되

어 비만을 야기시킨다(Malik 등 2006). WHO에서는 

첨가당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총 

에너지 섭취의 10%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

므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목표섭취량인 2,000mg 이하로 제한

하였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지침에 따라 스낵은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의 함량

이 높은 식품이 많으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

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5) 5가지 컬러푸드 섭취하기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주요 공급원이

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포만감을 증가 

시킨다(Rolls 등 2004).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6) 6개 식품군 골고루 섭취하기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에서는 각 식품군의 권

장되는 섭취 횟수에 맞추어 한 끼 식사에 6가지 식

품군이 모두 들어가도록 식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

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7)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

수면시간의 감소는 비만, 체지방 증가 위험과 연

관이 있다(Gangwisch 등 2005). 수면 부족은 인슐린 

민감성 감소, 교감신경계 활성화, 렙틴(leptin) 분비 

감소로 비만,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식

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을 증가시켜 배고픔

을 느끼게 하여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Patel 등 2004). National Sleep Foundation은 18∼64세

는 7∼9시간 수면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8) 하루 8잔 물 마시기

물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신진 

대사 원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킨다(Boschmann 등 

2003; Dennis 등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개정에 의해 식품모형이 식품

구성탑에서 식품구성자전거로 변경되면서 수분 섭

취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식생활 가이드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

였고, 호주인을 위한 식사지침에서는 하루 물 8∼10
잔 섭취를 권장하였다.

(9) 저녁 9시 이후(취침 3시간 전) 음식 섭취 제

한하기

밤에는 신체적 활동량이 감소하여 섭취 열량의 

상당 부분이 소비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킨다. 야식을 할 경우 아침 결식률이 

높고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시킨다(Gluck 
등 2008).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식생활 가이드에

서 야식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10) 음식 10번 이상 씹고 천천히 섭취하기 

식사를 하고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15분 이상

이 소요되므로 식사 속도가 빠를 경우 더 많은 양

을 섭취해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므로 섭취량이 증

가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Andrade 등 2008). 대한

비만학회 비만치료지침(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에서는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섭취

하도록 식사행동 조절을 권고하였다.

2)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영양교육

영양교육은 매 방문마다 40∼50분씩 총 4회(0, 4, 
8, 12주) 실시하였다. ‘Change 10 Habits’ 실천점수는 

각 문항을 10점 척도로 하여 대상자가 각 문항의 

실천 정도를 점수로 매겼고,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행동변화단계는 전문 임상영

양사의 1：1 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 의도, 한 

달간의 실천점수 변화점수를 바탕으로 실천할 계획

이 없는 경우는 고려 전/고려 단계, 실천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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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1. 1 hour of exercise a day
PC1)/C2) Necessity and advantages of exercise, Activity check and evaluation
P3) How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in daily life
A4)/M5) Type and intensity of exercise, Recommendations for proper exercise

2. Alcohol is consumed, up to 2 drinks per day for men (1 drink per day for women)
PC/C Crapulence impact on the body, Assessment of alcohol consumption, Calories in alcohol
P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Practical ways to reduce alcohol consumption
A/M How to increase self-control 

3. Eat 3 meals regularly, adequate amount
PC/C Reasons one should not skip meals, Assessment of eating habit, Necessity of 3 square meals a day, How to eat light
P Proper energy intake, Keeping a food diary
A/M Alternative foods and portion sizes, How to choose food when eating out

4. Avoid food with sugar-sweetened beverage, snack, high sugar and salt contents
PC/C Understanding sugar, sodium and the foods that contain them, Sugar’s influence on health
P Assessment of sugar and salt content in food
A/M Practical ways to reduce sugar and sodium intake

5. Eat 5 color foods
PC/C Understanding phytochemicals, Different colors of foods
P Efficacy and benefit of food colors
A/M Healthy eating recipes

6. Balanced intake of 6 food groups
PC/C Necessity and importance of balanced meal
P Food groups chart (food construction bicycle), Characteristic of each food group and representative food there in
A/M How to choose food when eating out

7. Get at least 7 hours of sleep
PC/C Assessment of lifestyle, Sleep deprivation symptoms, Relationship between sleep deprivation and weight gain
P How to get a deep sleep, Food to help you sleep
A/M Healthy sleeping habits

8.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PC/C Importance and role of water in body
P How to increase water intake
A/M Healthy water drinking habits, Water intake plan for lifestyle

9. Do not eat after 9 pm
PC/C Problems of eating at night, Relationship between late-night eating and weight gain
P Practical ways to reduce late-night eating, Overcoming the urge to eat
A/M Recommended low-calorie foods

10. Chew more than 10 times and eat slowly
PC/C Assessment of eating habits and lifestyle, Assessment of eating time, Reasons for eating slowly and chew more
P How to eat slowly
A/M How to enjoy eating

1) PC: Precontemplation
2) C: Contemplation
3) P: Preparation
4) A: Action
5) M: Maintenance

Table 2. Contents of the ‘Change 10 Habits’nutrition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만 실천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준비단계, 실천을 하

고 있는 경우는 행동/유지단계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른 영양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각 단계에 맞

는 교육을 실시하였고(Table 2) 전문 임상영양사는 

이전 방문의 ‘Change 10 Habits’ 실천점수와 비교하

여 영양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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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87) Men (n=37) Women (n=50) P-value

Age (years)
  Range

31.7±10.01) 

(20∼59)
28.8±8.4 
(20∼50)

33.8±10.7 
(20∼59)

0.022*

Sex (n, %) 87 (100.0)2) 37 (42.5) 50 (57.5) 0.163
Marital status (n, %)

Married 37 ( 42.5) 10 (27.0) 27(54.0) 0.012*
Single 50 ( 57.5) 27 (73.0) 23 (46.0)

Smoking Never
Before
Current 

66 ( 75.9)
5 ( 5.7)

16 ( 18.4)

24 (64.9)
3 ( 8.1)

10 (27.0)

42 (84.0)
2 ( 4.0)
6 (12.0)

0.119

Alcohol Yes/No 
Frequency (times/week) 
Amount (glasses/time)

50 ( 57.5)
1.4±0.9
6.2±5.2

26 (70.3)
1.4±0.8
6.4±4.7

24 (48.0)
1.4±1.1
5.9±5.8

0.038*
0.989
0.770

Exercise Yes/No
Frequency (times/week)
Time (min)

39 ( 44.8)
3.5±1.4

67.3±45.6

15 (40.5)
3.5±1.6

86.9±60.0

24 (48.0)
3.5±1.6

25.7±5.4

0.489
0.843
0.051

1) Values are Mean±SD
2) Values are n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y Chi-square at P＜0.05

Table 3.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the mildly obese adults at baseline.

식품모델을 이용한 식품의 교환단위와 각 대상자

에 맞는 일일 에너지 필요량 산정, 운동요법을 기본

으로 하여 고려 전 단계/고려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

도록 정보 제공, 동기부여를 하였고 준비단계는 생

활수칙을 시작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하고 행동변화를 격려하고 행동/유지단계의 경우 지

속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법 등을 제

시하였다.

3) 일반사항 조사

연구 시작 시 일반사항으로 성별, 나이, 직업, 가
족력을 조사하였고 운동, 흡연, 음주 여부와 같은 

건강 관련 행동을 조사하였다. 

4) 통계방법

모든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version 22(IBM, Seoul, 
South Korea)를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치를 산출하

였으며, 연속변수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비연속 변수는 n(%)로 표시하였다. 
비연속 빈도간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χ2-test)로 

분석하였고 ‘Change 10 Habits’ 실천점수 변화는 rep-

eated measures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Bonfferoni 
방법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결과는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3과 같다. 대상

자의 평균 연령은 31.7±10.0세였다. 전체 대상자 중 

남자는 37명으로 42.5%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흡

연율은 18.4%였으며 음주율은 57.5%, 운동 실천율은 

44.8%로 나타났다.

2. 행동변화단계

대상자들의 연구 전과 후 행동변화단계 결과는 

Fig. 1과 같다. 연구 전 총 10개 중 6개 항목에서 고

려 전/고려 단계에 속한 대상자가 준비단계, 행동/유
지단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전 ‘5가
지 컬러푸드 섭취하기’, ‘6개 식품군 골고루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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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1) Baseline 4 week 8 week 12 week P-value

1. 1 hour of exercise a day 3.6±3.12)a 4.3±2.8ab 4.8±2.9b 5.0±2.5b 0.001**
2. Alcohol is consumed, up to 2 drinks per day for men 

(1 drink per day for women)
5.7±4.0a 6.9±3.6b 7.4±3.1b 7.2±3.4b <0.001***

3. Eat 3 meals regularly, adequate amount 4.8±2.8a 5.6±2.7b 6.2±2.3bc 6.5±2.4c <0.001***
4. Avoid food with sugar-sweetened beverage, snack, 

high sugar and salt contents
4.3±2.3a 5.2±2.3b 5.8±2.2bc 6.1±2.0c <0.001***

5. Eat 5 color foods 5.0±2.0a 5.9±2.0b 6.4±2.0b 6.5±1.7b <0.001***
6. Balanced intake of 6 food groups 5.4±1.9a 6.3±1.7b 6.4±1.7b 6.7±1.5b <0.001***
7. Get at least 7 hours of sleep 6.0±2.7a 6.5±2.4ab 6.9±2.4b 7.0±2.2b 0.017*
8. Drink 8 glasses of water a day 6.2±2.9a 6.9±2.6b 7.3±2.3b 7.3±2.5b <0.001***
9. Do not eat after 9 pm 4.9±2.7a 6.4±2.5b 6.1±2.4b 6.4±2.3b <0.001***
10. Chew more than 10 times and eat slowly 3.9±2.4a 5.5±2.3b 5.6±2.3b 5.8±2.3b <0.001***
1) The average score of each items, 10-point Likert scale (10: Strongly practice degree, 1: Poor practice degree)
2)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imes by repeated measures ANOVA test at *P＜0.05, **P＜0.01 or ***P＜0.001. Different letter subscript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by Bonferroni-adjusted post hoc test.

Table 4. Change of the scores of ‘Change 10 Habits’

Figure 1. Distribution of the stage of change in ‘Change 10 Habits’ before (A) and after (B) nutrition education. PC: Precontempla-
tion, C: Contemplation, P: Preparation, A: Action, M: Maintenance.

기’,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 ‘하루 8잔 물 마시

기’는 각각 57.5%, 59.8%, 39.1%, 36.8%로 준비단계

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술 마실 때, 하루 2잔 이하 마시기’는 연구 전 고려 

전/고려 단계가 41.4%에서 연구 후 18.4%로 감소하

였고 행동/유지단계는 34.5%에서 49.4%로 증가하였

다. 연구 후 모든 항목에서 고려 전/고려 단계에 속

한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준비단계, 행동/유

지단계로 변화하였다.

3. 행동실천점수 변화

대상자의 ‘Change 10 Habits’의 실천점수를 살펴 

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연구 전과 후 ‘하루 1시간 

운동하기’는 각각 3.6±3.1점, 5.0±2.5점으로 가장 낮

았고, ‘하루 8잔 물 마시기’가 6.2±2.9점, 7.3±2.5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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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다. 모든 항목의 실천점수가 연구 전과 

비교하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측정시점에 따른 변화는 ‘하루 3끼 식사 규칙

적으로 적정량 섭취하기’의 경우 0주, 12주가 각각 

4.8±2.8점, 6.5±2.4점, 4주, 12주가 각각 5.6±2.7점, 
6.5±2.4점으로 점수 변화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4S 제한하기’ 항목에서는 0주, 12주가 각각 4.3±2.3점, 
6.1±2.0점, 4주, 12주가 각각 5.2±2.3점, 6.1±2.0점으로 

유의적인 점수 변화를 보였다. 나머지 항목은 0주와 

12주의 점수 변화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4주, 
8주, 12주간의 점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행동수정

이 요구된다(Hollis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영양태

도 및 식행동을 확립하는데 실천적인 면이 중요하

다고 생각되어 비만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빠른 

식사속도, 짧은 식사시간, 간식과 야식 선호, 과잉 

섭취, 식사의 불규칙성 등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요

법에 기반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이론적 

모델의 행동변화단계를 적용하여 행동변화단계에 

따른 단계별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건

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Change 10 Habits’ 행동변화단계를 살펴보면 연구 

전 6개 항목에서 고려 전/고려 단계에 속한 대상자

의 비율이 높았으나 연구 후 모든 항목에서 고려 

전/고려 단계의 비율이 가장 낮아 ‘Change 10 Habits’
를 통해 유의적인 행동변화를 나타냈다. Kim 등

(2007)의 연구에서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영

양교육과 운동 중재를 실시하였고 영양교육의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전과 후 규칙적인 식생활, 
식습관, 식행동 점수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

냈다. Johns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단

계에 맞는 중재를 통해 식행동, 신체활동 증가, 지

방섭취 감소 항목의 행동변화가 행동/유지단계로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ox 등(2003)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운동단계에 맞는 중재를 제공받은 집단에서 

약 33%, 일반적인 중재를 받은 집단에서는 약 19%
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유지단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또한 행동변화에 따라 단

계를 판정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교육, 생활실천을 

중심으로 교육한 것이 대상자들의 행동을 유의적으

로 변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Change 10 Habits’ 실천점수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연구 시작 전과 비교하여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Kim 등(2014)의 연구에서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식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 천천히 섭취, 취침 전 음식 섭취 

제한 등의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식행동이 개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

구 전 ‘하루 1시간 운동하기’ 실천점수가 가장 낮았

고 ‘8잔 물 마시기’ 실천점수가 가장 높았다. 실천점

수 변화의 측면에서 ‘하루 7시간 숙면 취하기’가 증

가율이 가장 적었지만 이는 이미 잘 실천되고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 10번 이상 씹고 

천천히 섭취하기’는 실천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

으나 여전히 낮은 실천율을 보이므로 동기부여와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겠다. ‘하루 1시간 운

동하기’는 10가지 항목 중 유일하게 5점 미만의 실천

점수를 나타내고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규칙적인 운

동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
서는 체중감량을 위해 생활패턴을 고려한 중등도 강

도의 신체활동을 주당 최소 150분(30분, 1주당 5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Haskell 등 2007). 본 연구에서

는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권고에 근거한 최대시간 60분을 기준

으로 하였으나 30분으로 하면 실천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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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행동수칙을 중재도구로 사용한 선행연구

는 본 연구와는 달리 연구기간 동안 매번 다른 행

동수칙을 제시하였다. Chow 등(2012)은 식행동 및 

신체활동 향상을 위해 매주 4번의 메시지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Joo & Kim(2007)의 

연구에서는 체중감소와 관련한 28가지 수칙 중 무

작위 선정을 하여 휴대폰 메시지로 제공하였을 때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행동변화를 평가하지 않아 근본적인 식행동 

및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한 효과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식행동 및 운동습관 등 생활습관의 행동변화를 

통한 비만치료는 초기 체중감소율은 낮지만 장기간 

체중감소 효과는 크다.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도 포기율이 낮으며 치료 과

정 및 치료 후 발생하는 요요현상을 방지하는데 효

과적으로 알려져 있다(Weyer 등 2001). Kausman 등

(2003)의 연구에서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행동수

정요법을 시행한 결과, 연구 후 요요현상, 지속적인 

체중증가를 보인 대상자는 4명, 체중유지, 지속적인 

체중감소를 보인 대상자는 28명이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10가지 수칙 및 단계별 영양교육이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을 뿐 효과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향후 선행연구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행동변화단계를 지난 6개월 기준의 변

화의도, 문제인식 여부가 아닌 대상자의 행동실천 

점수와 전문 임상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정하였

고 연구기간이 12주로 행동요법을 진행한 다른 연

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한 대조

군을 설정하지 않아 영양교육의 효과 검증이 어렵

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Change 10 Habits’을 개

발 및 적용, 각 수칙마다 행동변화단계를 판정하여 

단계별 영양교육 진행을 통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다른 연구에서 시도하

지 않은 중재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Change 10 Habits’을 개발하고 체질량

지수 25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경도비만 성인 

87명을 대상으로 행동변화단계에 맞는 영양교육을 

12주간 실시하여 식행동 및 생활습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1.7세였고 성별 분포는 남

자 42.5%, 여자 57.5%였다. 흡연율은 18.4%로 금

연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음주율 57.5%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4.8%가 주 3회, 회당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다. 
2. 비만과 상관성이 높은 빠른 식사속도, 간식과 야

식 선호, 과잉섭취, 짧은 수면시간 등을 바탕으로 

식사요법 5문항, 운동요법 1문항, 행동요법 4문항

으로 구성된 ‘Change 10 Habits’을 개발하였다. 
3. 본 연구 대상자의 연구 전후 행동변화단계를 비

교해 본 결과, 단계별 분포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연구 전 전체 10개 항목 중 고려 전/고려

단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이 6개였으나 연

구 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후 대상자의 

변화단계가 준비단계, 행동/유지단계로 비율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Change 10 Habits’의 실천점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행동변화가 ‘Change 
10 Habits’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비만 성인에서 실천 중심의 

영양교육, 행동변화단계에 맞는 단계별 영양교육이 

대상자의 식행동 및 생활습관 향상에 유의적인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만 교

육 시 행동변화단계를 평가하고 각 개인의 단계에 

따른 순응도를 고려한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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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Change 10 
Habits’ 이용하여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참여를 통

해 행동변화가 일어났고 장기적으로 진행하였을 경

우 긍정적인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고 나아가 체중감

소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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