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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세계 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 차원 환

경 차원의 사증후군 리 로그램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상으로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을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으로 통합 으로 실시하고 사증후군 리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식생활 재 로그램을 서울시 소재 일

개 사업장의 직원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하고 사 검사에 참여한

104명을 상으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주간 실시하 다. 로

그램 시행 과 후에 체 ,허리둘 등을 포함한 신체계측과 압측정

을 실시하 다. 한, 성지방,HDL-콜 스테롤,당화 색소 등을 포함

한 액검사와 일반 특성,식생활 실태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로그램 참여자의 허리둘 , 압, 성지방,HDL-콜 스테롤,당

화 색소를 포함하는 5개 항목 3가지 이상 항목에서 정상범 를 벗어

나거나 허리둘 를 포함한 2가지 항목에서 정상범 를 벗어나는 상자

를 사증후군 고 험군(n=41)으로 선별하 다.나머지 인원은 사증후

군 험군(n=63)으로 명명하 다.소그룹 양교육과 1:1 양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 험군(n=33)을 상으로 개인 차원의 재를 실시하

다.‘사증후군 리’,‘고 압 리’,‘이상지질 증 리’의 내용으로

소그룹 양교육을 3회 실시하 으며,1:1 양상담을 양 리과정에

기반하여 3회 실시하 다.고 험군을 포함한 체 상자를 한 환경

차원의 재로서 직원식당과 사내 매 의 식환경을 개선하 다.식단

시피 개선,식사시간 조 도구 비치,열량에 따른 상차림 모형 제시,

샐러드용 드 싱 열량 정보표시,건강포스터 게시를 통하여 직원식당의

식환경을, 매음료에 한 양정보를 담은 고지물 게시를 통하여 매

의 식환경을 개선하 다. 로그램 종료 후, 로그램 참여자 에서 여

성,사후검사 미실시자, 로그램 미완료자를 제외한 후, 사증후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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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n=17)과 사증후군 험군(n=20)의 자료를 분석하 다. 로

그램 실시 보다 후에 고 험군의 체 (81.2kgvs.79.2kg),체질량지

수(26.8kg/㎡ vs.26.2kg/㎡),허리둘 (94.7cm vs.91.3cm),수축기

압(132.3mmHgvs.125.6mmHg),이완기 압(85.2mmHgvs.76.1

mmHg),HDL-콜 스테롤(46.6 mg/dL vs.51.4 mg/dL),당화 색소

(5.8% vs.5.5%)가 유의 으로 개선되었다.고 험군의 사증후군 험

요인의 수는 평균 2.9개에서 1.4개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도 10 만 의 평균 4.2 에서 6.5 으로 유의 으로 증

가하 다. 험군의 경우,당화 색소를 제외한 액지표,신체계측치,

압측정치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가 로그램 실시 후에 유의

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로그램 종료 1년 후,추 조사가 가능한 고

험군 5명의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신체계측치, 압치,

액지표를 비교하 다.그 결과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고

험군의 체 ,체질량지수,허리둘 ,HDL-콜 스테롤,당화 색소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결론 으로,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인 차원과 환

경 차원의 재를 동반한 10주간의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은 사

증후군 험이 높은 남성 직장인의 사증후군 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사증후군 고 험군을 분류하여 개

인 차원과 환경 차원의 로그램을 통합 으로 실시하 다는 에서 의

의가 있으며 향후 사증후군 리를 한 련 연구 수행 재 로

그램 실시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증후군,직장,식생활 재 로그램,환경 변화

학 번 :2013-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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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 배경 필요성

복부비만,고 성지방 증, HDL콜 스테롤 증,고 압,고 당 등

각종 질환이 한사람에게 동시다발 으로 나타나는 사증후군의 유병률

은 아시아,아 리카,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Hong& Lim,2015;Okafor,2012). 사증후군에 한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제 3차 국민건강 양조사(the3rdNational

HealthandNutritionExaminationSurvey,NHANESⅢ)자료를 토

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만 19세 이상 성인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1999년 29.2%에서 2006년 34.2%로 증가하 다(Mozumdar& Liguori,

20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는 아니어서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만 19세 이상 성인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4.9%,2001년 29.2%,2005년 30.4%,2007년 31.3%로 꾸 히 증가하 다

(Lim etal.,2011).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만 30세

이상 성인의 사증후군 유병률이 2009년 24.2%에서 2013년 26.0%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nDiabetesAssociation& NationalHealth

InsuranceService,2015). 상자의 연령, 사증후군 험요인 허리

둘 진단기 이 상이하다는 을 보아 의 통계치를 으로 비교

하기는 어려우나 이상의 결과를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의 3명 는

4명 1명은 사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인은 과 한 업무로 인한 스트 스,운동 부족,아침 결식과 음주를

동반한 잦은 회식 등의 불규칙한 생활습 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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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생활습 이 비만, 양 불균형 등과 심 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 30 남성 직장인을 상으로 3

년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비 사증후군이었던 상자의 15%가

사증후군으로 이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Ryuetal.,2007).

국내외 으로 직장인을 한 건강 리 로그램에 한 심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직장은 직장인의 식생활 개선에 향을 수 있는 자연스

러운 공간으로,직원 개개인의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 ․사회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한 장

소이다(Story,Kaphingst,Robinson-O'Brien,& Glanz,2008).특히 직장

인의 연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에서 평균 1,770시간인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285시간으로,우리나라 직장인은 OECD회원국 가장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유선,2015)직장에서의

건강 리 로그램에 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기반으로 한 건강 리 로그램이 주로 양교

육과 상담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개별 양교육, 자우편 u-헬

스 어 서비스 등을 이용한 양교육(박세윤,양윤정,& 김유리,2011;

오혜선 등,2009;이미선 등,2008)을 실시하 으며 상자의 식습 과

섭취량 조사, 사증후군 련 질환 질환별 식사요법 등을 주제로 하

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로그램은 국내외 모두에서 꾸 히 시행,연구되

고 있는 반면,환경 차원의 로그램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외국

에서는 테이블텐트를 설치하거나 로셔 리 렛 등의 자료를 비치하

는 등의 환경 변화를 통한 건강 리 로그램에 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Engbers,vanPoppel,Paw,& vanMechelen,2006;Kushida&

Murayama,2014;Steenhuisetal.,2004).이러한 환경 변화 결과,유제

품,과일 채소 등 건강한 식품의 섭취량이 정 으로 변화하 다.특

히 본 연구의 모형이 된 일본의 선행연구(Sawada,Takemi,Murayama,

Sasaki,& Ishida,2009)에서는 직장인을 상으로 개인 차원과 환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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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재 로그램을 함께 실시하 다.개인 차원의 재로 비디오

시청을 통한 양교육을 실시하 으며,동시에 식 메뉴 개선,매 에서

의 양정보 제공 등 식환경을 개선하 다.이러한 통합 근에 의한

재가 식행동,자아효능감, 양지식,채소섭취량, 양섭취 등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장기반 개인 환경 차원에서의 사증후군 리 로그램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 체계 으로 수행된 바가 없다.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

내고 있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사증후군 리를 해서는 개인 환경

차원에서의 직장 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2.연구 목

본 연구는 직장을 기반으로 한 식생활 재 로그램을 개인 차원 환

경 변화 차원에서 통합 으로 실시하고 사증후군 리에 미치는 향

을 악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 다.보다 구체 으로 신체계측, 압측

정, 액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 로그램 실시 후의 차이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 로그램 종료 1년 후에 추 조사가 가

능한 고 험군을 상으로 추가 으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를

실시하여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다. 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재 로그램이 사증후군 리에

미치는 향을 심층 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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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문헌고찰

1. 사증후군 리 로그램

사증후군(metabolicsyndrome)이란 고 압,비만,고지 증,동맥경화,

내당능 장애 등 각종 만성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Eckel,

Grundy, & Zimmet, 2005). 이러한 증상을 X 증후군(syndrome

X)(Reaven,1988),죽음의 사 주(deadlyquarter)(Kaplan,1989)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리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사증후군이라 부르게

되었다(Alberti& Zimmet,1998).

WHO,NCEP(NationalCholesterolEducationProgram),세계당뇨연맹

(InternationalDiabetesFederation,IDF)등 에서 사증후군의 진단기

을 제시하 다.이 2001년에 발표되고 2005년에 수정된 NCEP-ATP

Ⅲ(NationalCholesterolEducationProgram AdultTreatmentPanelⅢ)

의 진단기 이 국내에서 가장 리 쓰이고 있으며 아래와 같다(Grundy

et.al.,2005).아래의 5가지 험요인 3가지 이상의 험요인을 가진

경우 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① 허리둘 ≥102cm(남성),88cm(여성)

② 압 ≥130/85mmHg 는 압약 복용

③ 성지방 ≥150mg/dL 는 고지 증약 복용

④ HDL-콜 스테롤 <40mg/dL(남성),50mg/dL(여성) 는

고지 증약 복용

⑤ 공복 당 ≥100mg/dL 는 당약 복용

그러나 NCEP-ATPⅢ 기 복부비만을 평가하는 기 이 서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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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동양인에게 그 로

용하기에는 한계 이 있다.이에 따라 허리둘 를 WHO의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기 으로 수정(허리둘 :남성>90cm,여성>80cm)하여 사용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 으며(Tan,Chew,& Tai,2004) 한비만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의 복부비만 기 (허리둘 :남성≥90cm,여성

≥85cm)을 용하기도 한다( 한비만학회,2012).국내에서는 허리둘

를 의 두 기 을 통해 사증후군을 진단하고 있다.

음주,흡연,스트 스,신체활동 부족,고열량․고지방․고염도 식이 등

의 생활습 으로 인해 사증후군의 험이 증가할 수 있다.이와 같은

생활습 요인들은 사증후군의 발병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증후군의 발병을 늦추거나 방하기 하여 생활습 의 재가 필요하

다.실제로도 체 리,식습 ,운동,흡연,음주,스트 스 리 등의 생

활습 재를 통하여 사증후군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등,

2007).

생활습 재연구는 주로 식이 재와 운동 재로 구성된다.체 감소

는 사증후군 리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이며 식이조 과 운동을 실

시하면 사증후군 지표 개선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Fappaet

al.,2008). 사증후군 재 연구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오의 ,김수

, 사생,강명숙,& 방소연,2007),운동 재는 부분 유산소운동으로

시행되었으며 체 리를 주목 으로 하 다. 칼로리, 지방, 탄수

화물,지 해식 식사, 염식 등의 식이 재가 이루어졌다(오의 등,

2007;Magkos,Yannakoulia,Chan,& Mantzoros,2009).생활습 련

동양권의 연구에서는 식습 과 사증후군 간의 요한 연 성,특히

염식이 강조되었고(박진경,권상희,김양하,장명진,& 오경원,2012),서

구의 지침도 염분은 물론 포화지방과 알코올의 섭취를 이고 과일과 채

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Lichtensteinetal.,2006).선행

연구(Anderssen,Carroll,Urdal,& Holme,2007)에서는 사증후군으로

이환된 년 남성을 상으로 1년 동안 식이단독 재군,운동단독 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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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운동동시 재군, 조군으로 나 어 사증후군 리 로그램을

실시하 다.열량제한을 기반으로 생선 섭취 증가,포화지방산․콜 스테

롤의 섭취 감소 등의 식이 재를 실시하 다.에어로빅,써킷트 이닝

(circuittraining),걷기,조깅 등과 같은 지구력 운동을 통해 운동 재를

실시하 다.그 결과, 조군을 제외한 세 그룹에서 리 로그램 실시

후 사증후군 유병률이 감소하 으며 그 식이․운동동시 재가 사

증후군 리에 있어 가장 효과 이라고 하 다.

서울시 사증후군 리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표 인 사증후군 리 사업이다.2009년 서울시 보건소 5

건강 리사업에 사증후군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서울시

사증후군 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서울시 사증후군 리 시범사

업의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에서는(김희선 등,2011) 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자를 상으로 6개월 동안 사증후군 리 사업을 실시하 다.

양사와 운동처방사에 의해 양 운동 교육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 사증후군 련 험요인의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사증후군 재 연구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오의 등,2007;이건

아,최혜 ,& 양숙자,2015), 사증후군 리 로그램은 국외에서

2000년도 반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이다.

재기간은 3주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하 으며 12주에서 24주 사이가 가

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이와 운동 동시 재가 사증후군 련

인자 감소에 가장 효과 이며 6개월 이상 재 시 사증후군 련 인자

특히,복부비만과 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사증후군 리 연구는 주로 식이 재와 운동 재를 다룬 연구의 일부

로 다루어졌다. 사증후군 리를 한 식이 재에서도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환경 차원의 재 연구는 국내,국외에서도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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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

직장인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 스,

음주를 동반한 잦은 회식,운동 부족 등을 래하여 만성질환의 발생

험이 높다.특히 직장인 남성의 경우,음주,흡연 등으로 인한 만성 질환

의 험에 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직장인의 만성질환 리를

한 재 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해서는 개인 차원의 변화와 함

께 환경 차원의 변화를 고려하야 하는데 직장은 두 가지 근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최 의 장소이다(Storyetal.,2008).

일본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는 식을 포함한 직장의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양교육을 실시한 결과,이러한 통합 근에 의한 재가

식행동 자아효능감, 양섭취,채소섭취량 등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Sawadaetal.,2009).미국의 25개 주를 상으로 실

시된 선행연구의 경우,최소 1∼2년의 기간 동안 직장에서 건강증진

로그램을 시행한다면 근로자의 결근율,이직률,사망률,건강비용이 감소

한다고 보고되었다(Patton,1991).이탈리아에서는 만성질환 방을 해

서 직장에서 직장인을 한 건강증진 로그램(운동, 양 질환에

한 교육,환경 변화)을 실시하 다(Lucinietal.,2015).직장 내 헬스장

에서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 으며 양,식이,정신 등에 한 교육을 격

주마다 실시하 다.직원식당에서는 재철 지역음식을 사용한 3가지

심 메뉴(유기농,채식,제철)를 제공하 다.포스터, 고 등을 이용하

여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하여 계단이용을 독려하 으며 연공간

을 만들었다.그 결과 사증후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건강만들기’를 하여 실시된 일본의 연구(石田裕美,2009)에

서는 ‘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 모형’(그림 1)을 제시하

다.이 모형에 따르면 직장 내 총무․인사,건강 리, 식을 담당하는

각 부서 간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 양교육과 식환경 변화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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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 모형

출처:石田裕美,2009

할 수 있도록 하 다.건강․ 양교육과 식환경 변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식행동과 식사섭취에 정 인 향을 주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

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근로자를 일반군

과 고 험군으로 구분하고,일반군에는 환경 차원의 재를,고 험군에

는 환경 차원의 재와 더불어 개인 차원의 재를 실행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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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차원에서의 식생활 재 로그램

1980년 부터 미국에서는 직장기반 개인 차원의 식생활 재 로그

램,즉 다양한 양 리 로그램이 실시되어 직장인들의 식생활 식

행동 개선을 유도하 다.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직

장 내 양 리 로그램은 직장인의 식행동을 변화시키고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Glanz& Seewald-Klein,

1986).

직장은 직장인을 상으로 양교육을 할 수 있는 최 의 장소이나 아

직 직장기반 양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긴 업무시간과 상하 계인 회사 내 조직으로 인해 따로 교육 시간을 갖

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E-mail,u-헬

스 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제시되고 있다.직장인을 한

개별 양교육(박한득 등 2010;이미선 등 2008)과 E-mail(오혜선 등,

2009;Plotnikoff,Mccargar,Wilson,& Loucaides,2005)과 u-헬스 어

(ubiquitoushealthcare)서비스(박세윤 등,2011)를 이용한 양교육 실

시 후, 사증후군 험요인 수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양교육 뿐만 아니라 양교육을 포함한 다차원 인 건강 증진 로그

램(multicomponenthealthpromotionprogram)을 실시한 연구도 있었다.

의 선행연구에서는 양,운동,스트 스 ·심 계 질환에 한 1:1

교육 집단교육 등을 실시하 으며 BMI, 압,총 콜 스테롤, 성지

방이 로그램 실시 후에 유의 으로 향상되었다(이선 등,2006;Muto

& Yamauchi,2011). 상자의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해 면 조사를 이

용한 건강증진 로그램(interview-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심 계질환 개선을 하여 건강면 조사,집단

교육 등을 4년 동안 실시하 으며 그 결과,BMI, 압 등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Shimizu,Horiguchi,Kato,& Nagat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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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 차원에서의 식생활 재 로그램

직장은 직장인의 식이패턴을 비롯한 식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공

간이며 미국에서는 직장인의 식행동,비만,식환경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Quintiliani,Poulsen,& Sorensen,2010).환경 차

원에서의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에 한 여러 논문을 고찰한 연구

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와 같은 건강한 식품에 한 근성,이용 가능성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해 직장 내 매 에서의 메뉴를 변경하거나 건

강한 식품의 진열 치 조정,자 기 설치,구매 시 에서의 라벨표시 등

의 재를 하 다(Geaneyetal.,2013).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도 유사

하게 실시되었으며(石田裕美,2009)국내에서는 직장 기반 환경 차원의

식생활 재 로그램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에서 실시된 직장기반 환경 차원에서의 변화에 한 여러 선행연구

를 보면,매 자 기 등을 통해 과일과 채소를 매하여 과일과 채

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목 으로 하 다(Beresfordetal.,2001;

Engbersetal.,2006;Steenhuisetal.,2004).매 에서 매하는 식품이

나 자 기 내 음료 스낵에 한 열량 등의 양정보를 표시하 다.

상자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통하여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증가시키기

한 최소한의 환경 재 방법으로는 로셔,리 렛,뉴스 터,메시지

카드 등을 이용하여 양과 련된 정보를 제공하 다.

그 이외에도,유제품,따뜻한 간식,과일·채소 샐러드,즉석 샌드 치,

패스트리 등에 열량표시를 하 으며 그 열량을 소모하기 한 신체활동

량(계단오르기,걷기 등)을 함께 제시하 다.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지방식품 섭취 증가를 하여 버터/마가린,우유,치즈,육류가공품,디

트,스낵류의 6가지 지방 식품에 “new andhealthy”의 표시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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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증후군 리를 한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모형

:일본의 ‘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만들기 모형’을

바탕으로(石田裕美,2009)

III.연구 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은 일본의 ‘직원식당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만들

기 모형’(石田裕美,2009)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그림 2).본 사업장의 총

무인사 담당자가 재 로그램의 총 책임을 맡았으며 건강 리부서와

식부서의 력을 통하여 로그램이 원활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건강 리부서에서는 양교육을, 식부서에서는 직원식당과 매

에서의 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 다. 양교육과 식환경 변화를

통하여 직장인의 식행동,식사섭취,나아가 사증후군 리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 다.



- 12 -

그림 3.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연구 설계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연구 설계는 그림 3과 같다. 재 로

그램 실시 과 후에 각각 검사를 실시하 으며 고 험군을 상으로 소

그룹 양교육 1:1 양상담을 3,5,8주차에 실시하 다.고 험군을

포함한 체 상자를 한 환경 차원의 재로서는 직원식당과 매 의

식환경을 개선하 다. 로그램 종료 1년 후,추 조사가 가능한 고 험

군을 상으로 로그램 종료 1년 후 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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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 대상  정 흐름도

2. 재 로그램

1) 상자 기간

본 연구는 사무직 종사자가 주를 이루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1개의

사업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업장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식당

과 매 을 보유하고 있었다.직원식당은 탁 식 문업체가,매 은 임

사업자가 운 하고 있었다.직원식당에서는 주 7일,조‧ ‧석식을 제공

하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약 500명( 식 약 350명)이었다.

사업장의 직원 351명 에서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하고 사 검사에

참여한 104명을 로그램 참여자로 하 다. 로그램 참여자의 허리둘 ,

압, 성지방,HDL-콜 스테롤,당화 색소를 포함하는 5개 항목 3

가지 이상 항목에서 정상범 를 벗어나거나 허리둘 를 포함한 2가지 항

목에서 정상범 를 벗어나는 상자를 선별하여 사증후군 고 험군

(n=41)으로 분류하 으며 나머지 인원은 사증후군 험군(n=63)으로

명명하 다. 재 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사증후군 고 험군(n=33)을

상으로 로그램을 실시하 다. 로그램 종료 후, 로그램 참여자

에서 재 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자,사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

여성을 제외한 후, 사증후군 고 험군(n=17)과 험군(n=20)의 자료

를 분석하 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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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사증후군 진단 항목은 NCEP-ATPⅢ에서 제시한 허리둘

, 압, 성지방,HDL-콜 스테롤,공복 당의 5가지 항목에 기 하

다(Grundyet.al.,2005).본 연구에서는 공복 당 값의 측정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공복 당 신 당화 색소를 사증후군 진단 항목으로 사

용하 으며 당뇨병진료지침에서 제시한 당화 색소의 정상수치(5.7% 미

만)를 본 연구의 사증후군 진단기 으로 설정하 다( 한당뇨병학회,

2011).허리둘 에 한 기 으로는 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비만진료

지침 기 을 용하 다( 한비만학회,2012).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사증후군 험요인 진단기 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① 허리둘 ≥90cm(남성),85cm(여성)

② 압 ≥130/85mmHg

③ 성지방 ≥150mg/dL

④ HDL-콜 스테롤 <40mg/dL(남성),50mg/dL(여성)

⑤ 당화 색소 ≥5.7%

본 재 로그램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주간 실시되었으며 서

울 학교 의과 학 국민건강지식센터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기

획한 ‘허리둘 5% 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허리둘 5%

이기 사업’은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직장 환경 개선 방법을 제시

하여 직장인 사증후군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 다.총

19개의 사업장에서 재 로그램의 참여 신청을 하 으며 직원의 건강증

진 근무환경개선에 극 인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직원식당을 보

유하여 체 직원의 식단을 조 할 수 있는 기업,다수의 인원이 한꺼번

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기업 등의 선정기 을 고려하여 3개의

사업장을 선정하 다.의학,운동,식생활 부분의 외부 문가에 의해

사증후군 리를 한 략을 개발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로

그램을 제공하 다. 한 서울 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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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집단별 실시 로그램

인(H-1404-044-570)을 받아 진행하 다.

2) 재 로그램의 내용

체 상자 고 험군을 분류하여 개인 차원의 재로 소그룹 양

교육과 1:1 양상담을 각 3회씩 실시하 다.고 험군을 포함한 체

상자를 한 환경 재로서 직원식당과 매 의 식환경을 개선하 다

(그림 5).

(1)개인 차원의 재

개인 차원의 재로 실시된 소그룹 양교육 1:1 양상담은 사증

후군 고 험군을 상으로 3주,5주,8주차에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소그룹 양교육은 매회 약 1시간 동안 사내 회의실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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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주수)
소그룹 양교육 1:1 양상담

1

(3주차)

사증후군 리

·비만 련 질환

· 사증후군 식사요법

·건강체 의 요성

양상태 악

식생활 련 양문제 진단

실천 행동목표 설정

2

(5주차)

고 압 리

·고 압 식사요법

·소 섭취 이는 방법

실천 행동목표 달성 정도 검 재설정

사증후군의 양 리 심화교육

3

(8주차)

이상지질 증 리

·이상지질 증 식사요법

·외식 시 식품선택요령

행동목표 실천여부 최종 확인

실천 목표 다시 동기부여,강화

균형 인 식사 교육

표 1.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소그룹 양교육,1:1 양상담

되었으며 사증후군,고 압,이상지질 증 리에 한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개인 차원의 재에 참여한 고 험군 33명 ,소그룹 양교육

에 참여한 고 험군은 1차시에 18명(55%),2차시에 9명(27%),3차시에

13명(39%)이다.

1:1 양상담은 매회 상자 1명과 문 양사의 면 면 상담을 통해

양 리과정에 기반하여 약 30분 동안 시행하 다.1:1 양상담은 상

담기록지에 기반하여(부록 2)진행되었으며 1차시에는 일반 사항 설문

(음주,흡연,외식 등)과 식이섭취조사 등을 포함한 양평가를 실시하

고 개인별 양문제를 진단하 으며 그에 따른 행동목표를 설정하 다.

2차시에는 식생활 실태를 재평가하 으며 행동목표의 달성 정도를 검

재설정 하 다. 한 사증후군 양 리 심화교육을 실시하 다.3

차시에는 최종 으로 식생활 실태를 재평가하 으며 최종행동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 다. 한 ‘1800kcal식단 시’유인물

을 제시하여 균형 있는 식사방법에 해 교육하 다.1:1 양상담에는

1차시 31명(94%),2차시 32명(97%),3차시 33명(100%)참여하 으며 본

연구의 분석 상자인 고 험군 17명은 1,2,3차시 1:1상담에 모두 참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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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원식당

식단 개선(2가지 이상 단백질 찬류 복 구성 시 채소 찬류로 체)

잡곡밥의 잡곡 비율 변경

열량에 따른 상차림 모형 제시(500kcal,700kcal)

샐러드 드 싱 열량 정보표시

양정보제공

음식의 양(무게)에 한 개념 습득을 한 울 배치

샐러드바 용 용기 사용

매

건강간식 도입(견과류,컵과일,요거트)

다량 매 음료의 열량 양성분 정보표시

장용 냉장고 배치 검토

표 2.식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악한 재 요소

(2)환경 차원의 재

재 로그램 실시 직원식당과 매 의 식환경 개선을 한 재 요

소를 도출하기 해 사 조사,자료 검토, 찰조사,인터뷰를 통한 사업

장 식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장방문과 사업장 계자(직원 건강

리 담당자,직원식당 양사,매 운 자)회의을 통해 사 조사를 실

시하 으며,2014년 1∼3월 11주간의 직원 식 식단을 검토하 다. 찰

조사를 통해 직원식당 이용 황,배식공간을 비롯한 직원식당의 물리

환경, 양정보 등의 정보 제공 황을 악하 으며,직원식당 이용빈도

가 높은 직원(3명)과 낮은 직원(1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직

원 식 이용행태 만족도와 간식 이용행태에 해 조사하 다.사업장

식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악한 재 요소를 표 2에 제시하 다.

사업장 계자와 회의를 실시하여 식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재

요소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사항을 확정하 다.직원식당에 한

재 내용으로는 식단 개선, 시피 개선,식사시간 조 도구 비치,열량

에 따른 상차림 모형 제시,샐러드용 드 싱 열량 정보표시,건강포스터

게시 등이 있었다.매 에 한 재 내용으로는 다량 매음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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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

식단 개선

양정보를 담은 고지물을 게시하 다.

직원식당의 식단 검토 결과,단백질 찬류가 한 끼 식사구성에 부찬으로

복되어 사용된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 채소 찬류 제공이 부족

하 다.따라서 한 끼의 식사구성에서 단백질 찬류를 복 사용한 경우

채소 찬류로 체하여 식사구성을 하는 것으로 식단을 개선하 다.밥류

의 시피를 개선하여 잡곡 비율을 높 으며,그 결과 기존에 제공되는

밥류 외에 잡곡의 비율이 20% 수 인 잡곡밥을 추가 으로 별도 제공하

다(그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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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 시피 개선

그림 8.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모래시계 비치

그림 9.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 양정보 제공

(열량에 따른 상차림 모형 제시)

직원식당의 테이블에는 식사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래시계(15분용)와

천천히 먹는 식습 에 한 정보를 담은 테이블 텐트를 비치하 다(그림

8).직원식당 입구에는 한 끼 권장 섭취 열량을 알리는 배 와 함께 열

량별 상차림 모형을 제시하여 500kcal와 700kcal에 해당하는 음식의

양에 해 정보를 제공하 다.이를 해 선행연구(윤지 ,2011)를 토

로 하여 ‘열량에 따른 식사 제공량 기 ’(부록 3)을 마련하 으며 양분

석이 기술 으로 가능하지 않은 식소에서 간편하게 참고하여 식사 제

공량 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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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 양정보 제공

(샐러드 드 싱 열량 정보표시)

그림 11.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 양정보 제공

(건강포스터 게시)

직원식당 내의 샐러드 바에는 샐러드용 드 싱 2종의 열량을 표시하여

샐러드 드 싱 선택 시 이용자가 열량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0).직원식당 내외부에는 사증후군과 식생활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건강포스터를 게시하 다(그림 11).

매 에는 다량 매 음료인 아메리카노,카페라떼 등의 커피류를 비롯

하여 바나나‧오 지‧토마토 주스 등의 과채음료에 한 양정보를 제공

하는 고지물을 게시하 다(그림 12).다량 매 음료에 한 시피를

매 운 자에게 받아 식품성분표(농 진흥청,2011)과 ‘ 량의 부피

량 환산 DB구축’연구 보고서(이윤나,2007)를 참고하여 열량

양성분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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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의

식환경 변화의 :다량 매 음료의 열량

양성분 정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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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수집

1)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재 로그램 실시 후(2014년 6월 2일∼3일,2014년 8월 25일∼26

일)에 로그램 참여자를 상으로 사내 회의실에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를 실시하 다. 상자의 체 ,신장,체지방률을 자동 체지방

측정기(InBody,Biospase,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체 과 신장으로

체질량지수를 계산하 다. 압계로 압을 측정하 고,최하 늑골 하

부와 골반 장골능 상부의 간부 의 둘 를 재어 허리둘 를 측정하

다. 액검사는 임상병리 문기 에 의뢰하여 액검사를 실시하 으며

8시간 공복상태에서 DS800기기를 사용하여 성지방과 HDL-콜 스테

롤을,Variant기기를 사용하여 당화 색소를 측정하 으며 의뢰기 에

게 측정한 수치 자료를 받았다.

2)설문조사

재 로그램 실시 후(2014년 6월 2일∼3일,2014년 8월 25일∼26

일)에 로그램 참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직원 건강

리 담당자의 조로 상자의 일반 특성,식생활,신체활동,건강상태

와 련된 설문지를 사내 회의실에서 배부․수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일반 특성과 식생활에 련된 설문을 사용하

다(부록 1).사 ․사후 설문조사는 상자의 일반 특성,식생활 실

태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사후 설문조사에서는 상자가 인식

하는 로그램의 효과를 악하기 해 로그램 실시가 상자의 식생

활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기 한 문항을 추가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으로는 나이,월평균 가구소득,혼인상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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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련 사항 등을 조사하 다.서울시 사증후군 방 리 사업에서

사용하는 련 설문지(서울특별시,2014)를 참고하여 식생활 실태와

련된 문항을 구성하 으며,‘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문

항과 ‘식생활 변화 단계’를 악하는 문항으로 조사하 다.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정도는 10개 항목(‘나는 곡류를 다양하게 먹고

곡을 많이 먹습니다’,‘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끼 2가지 이상

먹습니다’,‘나는 다양한 제철과일을 매일 먹습니다’,‘나는 우유,요구르

트,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매일 먹습니다’,‘나는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

으로 합니다’,‘나는 밥과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합니

다’,‘나는 짠 음식,짠 국물을 게 먹습니다’,‘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소

,간장을 더 넣지 않습니다’,‘나는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떼어내고 먹

습니다’,‘나는 튀긴 음식을 게 먹습니다’)에 해 주 5회 이상 실천 시

‘’(1 ),주 4회 이하 실천 시 ‘아니오’(0 )로 응답하게 하여 10개 문항

의 총 을 계산하여 평가하 다.

식생활 변화단계는 총 5단계(‘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이내 실천할 의

도가 없음’,‘6개월 이내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의도가 있음’,‘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에 실천 정’,‘바람직한 식생활을 6

개월 미만 실천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이상 실천 ’)로 나 어

조사하 다.

사후 설문조사에서 추가로 로그램 구성요소 식단 개선, 양정보

제시,소그룹 양교육,1:1 양상담이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한 동의 정도를 5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한 바

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가장 도움이 된 로그램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조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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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증후군 고 험군

상자 A 상자 B

성별 남 남

연령(세) 37 45

부서 기획 리 건설사업

직 과장 과장

표 3.사례조사 상자

3)사례조사

로그램 종료 1년 후(2015년 8월),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면담

조사를 포함한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최종 분석 상자인 사증후군

고 험군 17명 로그램 종료 1년 후 추 조사가 가능한 고 험군 5

명을 상으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를 실시하 다.고 험군 5

명 ‘허리둘 5% 이기’사업에서 우수 상자로 선정된 3명을 상

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2015년 10월 15일과 16일에 2명의 우수

상자를 상으로 본 연구자는 약 20분 동안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1명

은 업무상의 이유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 다.사례조사 상자를

표 3에 제시하 다.

면담조사의 주요내용으로는 로그램 종료 1년 후의 사증후군 험요

인 수치변화에 해 리뷰를 하 으며 상자가 인식하는 로그램의 효

과에 해 알아보기 하여 로그램 실시 평가에 한 질문을 하 다.

평가 질문은 크게 3가지,즉 식생활 개선 부분,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 로그램 구성요소,식생활 개선의 장애요소로 구성하 다(표

4).면담조사 참가자 각각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 으며,정확한 자료 수

집을 하여 심층면 내용을 일부 녹음하 고 면 이 끝난 후 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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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문 내용

질문 1
작년의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 실시 후,식생활이 개선되었습니까?

그 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질문 2
양교육,1:1 양상담,식환경 변화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가장 도움이

된 로그램 구성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3 식생활 개선을 한 장애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4.면담조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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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Package forthe SocialScience (SPSS)

version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항목별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재 로그램에 한 인식에서는 각

항목에 해서 ‘매우 그 지 않다’,‘그 지 않다’,‘보통이다’,‘그 다’,‘매

우 그 다’에 각각 1,2,3,4,5 을 배정하여 각 항목의 평균과 표 편

차를 구하 다.

사증후군 고 험군과 사증후군 험군의 로그램 실시 신체

계측치, 압측정치, 액지표의 두 군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맨-휘

트니 검정을 수행하 다.고 험군과 험군의 로그램 실시 과 후

의 신체계측치, 압측정치, 액지표, 사증후군 험요인 수,식생활

실천 수의 로그램 실시 후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해 콕슨 부

호 순 검정을 실시하 다. 사증후군 고 험군의 로그램 실시 ,

후,1년 후의 신체계측치, 압측정치, 액지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리드만 분산분석을 수행하 다. 한 분석 상자의 수가 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모수 인 방법을 사용하 다.

사례조사를 실시한 사증후군 고 험군 2명을 상으로 1:1 양상담

시 상담내용과 양문제에 한 양처방,면담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

다.면담조사의 녹음 자료를 몇 차례 반복하여 재생한 후,면담조사 질문

별로 내용을 정리하 으며 질문 별로 의미 있는 자료를 발췌하 다.면

담조사 자료 분석을 해 신경식 & 서아 (2010)의 자료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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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 로그램 참여자

n(%)

성별 (n=104)
남 79(76.0)

여 25(24.0)

연령(세)(n=102)

20 11(10.6)

30 34(32.7)

40 32(30.8)

50 25(24.0)

가정의 월 평균소득

(1,000원)(n=99)

2,000~<4,000 40(40.4)

4,000~<6,000 38(38.4)

≥6,000 21(21.2)

혼인여부 (n=100)
미혼 28(26.9)

기혼 72(69.2)

음주횟수 (n=102)

한 달에 1번 이내 19(18.3)

한 달에 2~4번 50(48.1)

일주일에 2번 이상 33(31.7)

흡연 (n=101)
연 87(83.7)

흡연 14(13.5)

표 5. 로그램 참여자의 일반 인 특성

IV.결과 고찰

1. 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1)일반 인 특성

로그램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표 5와 같다. 로그램 참여자

76%가 남성이며 24%가 여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로그램 참여자의 약 60% 이상이 30∼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 참여자의 약 반이 ‘한 달에 2∼4번’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약 14%의 로그램 참여자가 흡연자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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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체계 , 혈압 정 및 혈액검사 결과

로그램 참여자를 남성(n=79)과 여성(n=25)으로 나 어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허리둘 의 경우,남성의 약 52%,여성의 96%가 정상범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수축기·이완기 압은 남성의 약 58%,약 65%가,여

성의 92%가 정상범 에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지방은 남성의 약 70%,여성의 92%가 정상범 내에 있었다.

HDL-콜 스테롤은 남성의 약 86%,여성의 92%가 정상범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당화 색소의 수치는 남성의 약 38%,여성의 48%가

정상범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정상범 수치를 벗어난 상자의 수가 여성보다 남성

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7∼2010년의 국민건강 양조사 자

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사증후군의 험이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여성 29%,남성 31.9%)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김유진 & 오상우,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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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남성(n=79) 여성(n=25)

Mean±S.D.

체 (kg) 75.0±9.1 54.9±5.9

체지방률(%) 정상(남<25,여<30) 23.4±4.8 29.6±4.6

체질량지수(kg/㎡)
 

n(%)

체 (<18.5) 0(0.0) 0(0.0)

정상체 (18.5-24.9) 34(43.0) 23(92.0)

비만(25-29.9) 38(48.1) 2(8.0)

고도비만(≥30) 4(5.1) 0(0.0)

허리둘 (cm)
정상(남<90,여<85) 41(51.9) 24(96.0)

이상(남≥90,여≥85) 38(48.1) 1(4.0)

수축기 압(mmHg)
정상(<130) 46(58.2) 23(92.0)

이상(≥130) 33(41.8) 2(8.0)

이완기 압(mmHg)
정상(<85) 51(64.6) 23(92.0)

이상(≥85) 28(35.4) 2(8.0)

성지방(mg/dL)
정상(<150) 55(69.6) 23(92.0)

이상(≥150) 24(30.4) 2(8.0)

HDL-콜 스테롤(mg/dL)
정상(남≥40,여≥50) 68(86.1) 23(92.0)

이상(남<40,여<50) 11(13.9) 2(8.0)

당화 색소(%)
정상(<5.6) 30(37.9) 12(48.0)

이상(≥5.7) 49(62.1) 13(52.0)

표 6. 로그램 참여자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1)남성(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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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상자의 특성

1)일반 인 특성

최종 분석 상자 37명을 사증후군 험요인의 수에 따라 사증후군

고 험군, 사증후군 험군으로 나 어 분석하 다.분석 상자의 일

반 특성은 표 7과 같다.

사증후군 고 험군(n=17)은 연령 별(30∼50 )로 고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30 부터 체 리,규칙 인 운동 등의 생활습

을 통해 사증후군을 리해야 한다고 하 다(이인규,2005).본 연구

에서도 30 의 고 험군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은 연령층부터 사증후군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험군의 약 반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고 험군의 약 24%가 흡연자로 조사되었다.음주는 허리둘 ,

성지방, 압,공복 당 수치를 증가시키며(오상우,2009)흡연은 성지

방, 압,공복 당을 높이고 HDL-콜 스테롤을 낮춰 심 질환 발생

험율을 높여(오정은,2014),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증후군의 험

이 증가된다고 나타났다. 사증후군의 유병에 향을 미치는 험인자

인 음주와 흡연의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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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 고 험군

(n=17)

사증후군 험군

(n=20)

n(%)

성별
남 17(100) 20(100)

여 0(0.0) 0(0.0)

연령(세)

30 5(29.4) 6(30.0)

40 7(41.2) 11(55.0)

50 5(29.4) 3(15.0)

가정의 월

평균소득

(1,000원)

2,000~<4,000 5(29.4) 7(35.0)

4,000~<6,000 9(52.9) 10(50.0)

≥6,000 3(17.6) 3(15.0)

혼인여부
기혼 14(82.4) 17(85.0)

미혼 3(17.6) 3(15.0)

음주횟수

한달에 1번이하 1(5.9) 3(15.0)

한달에 2~4번 7(41.2) 12(60.0)

일주일에 2번이상 9(52.9) 5(25.0)

흡연
연 13(76.5) 18(90.0)

흡연 4(23.5) 2(10.0)

표 7.분석 상자의 일반 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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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

사증후군

고 험군(n=17)

사증후군

험군(n=20)
p-value



Mean±S.D.

체 (kg) 81.2±7.7 69.9±7.0 <0.001

체질량지수(kg/㎡) <25 26.8±1.9 23.7±1.8 <0.001

체지방률(%) <25 25.3±4.4 21.6±3.7 0.013

허리둘 (cm) <90 94.7±5.0 84.6±5.8 <0.001

수축기 압(mmHg) <130 132.3±7.7 120.4±12.8 0.003

이완기 압(mmHg) <85 85.2±6.5 76.2±10.3 0.005

성지방(mg/dL) <150 151.3±55.9 103.1±43.0 0.004

HDL-콜 스테롤(mg/dL) >40 46.6±9.6 60.9±13.0 <0.001

당화 색소(%) <5.7 5.8±0.4 5.7±0.2 0.940

표 8.분석 상자의 로그램 실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2)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분석 상자의 로그램 실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는

표 8과 같다.당화 색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사증후군 고 험군

과 험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1)맨-휘트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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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의 효과

1)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

상자들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는 표 9와 같다.

고 험군의 체 은 81.2 kg에서 79.2 kg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p<0.01).체질량지수는 로그램 실시 26.8kg/㎡로 정상범 수치보

다 높았으며 로그램 실시 후 26.2kg/㎡로 유의 으로 감소하 음에도

(p<0.01)여 히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다.허리둘 는 94.7cm에서

91.3cm 로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0.01) 로그램 실시 과 후 모두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다.수축기‧이완기 압은 로그램 실시 각

132.3mmHg,85.2mmHg로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으며 로그램 실시

후 각 125.6mmHg,76.1mmHg로 정상범 내 값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p<0.001).HDL-콜 스테롤은 46.6mg/dL에서 51.4mg/dL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1).당화 색소는 로그램 실시 5.8%

로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으나 로그램 실시 후 5.5%로 정상범 내

값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1).체지방률과 성지방의 수치는

재 로그램 실시 후의 차이가 없었다.

험군의 경우 당화 색소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정상범 내에 있었

다.당화 색소의 수치는 5.7%로 정상범 보다 높았으며 로그램 실시

후 5.5%로 정상범 내 값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1).

선행연구에서 직장인을 상으로 개별 양교육, 자우편을 이용한

양교육(이미선 등,2008;오혜선 등,2009)을 실시 후 체 ,체질량지수,

허리둘 등이 감소되었으며 양교육 실시와 식단, 사증후군 련 정

보 제공을 포함한 직장기반 재 로그램(박세윤 등,2011)을 실시하

을 때 체 ,체질량지수,수축기‧이완기 압이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한 직장인을 상으로 양교육,운

동,스트 스 리를 포함한 다차원 인 건강증진 로그램(M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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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uchi,2001)을 실시 후 체 ,체질량지수,수축기 압 등이 유의하

게 감소하 다고 보고된 바 있다. 사증후군 리를 하여 건강과 질

병에 한 기본 인 교육을 진행한 집단보다 운동, 양교육,직장 내 환

경 등을 재한 집단에서 당수치를 포함한 사증후군 련 항목의 수

치가 감소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Lucinetal.,2015).

고 험군의 HDL-콜 스테롤이 로그램 실시 후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운동은 HDL-콜

스테롤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d,

Stefanick,Williams,& Haskell,1991).1:1 양상담을 통해 고 험군에

게 지속 으로 운동 실시를 독려하 는데,이와 함께 고 험군의 극

인 운동 로그램 참여가 HDL-콜 스테롤의 증가에 향을 미쳤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로그램 실시 ,고 험군의 사증후군 험요인 허리둘 ,수축

기 압,이완기 압, 성지방,당화 색소 수치가 정상범 를 벗어났으

며, 로그램 실시 후,허리둘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수치가 정상범

내 값으로 감소하 다.허리둘 수치가 높을수록 고 당,이상지질

증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Klein,Allison,

Heymsfield,Kelley,Leibeletal.,2007)허리둘 수치 감소를 한 지

속 인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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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범

사증후군 고 험군(n=17) 사증후군 험군(n=20)

로그램 로그램 후 p-value
  로그램 로그램 후 p-value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체 (kg) 81.2±7.7 81.3 79.2±8.5 77.6 0.004 69.9±7.0 71.6 69.9±6.7 70.8 0.808

체질량지수

(kg/㎡)

18.5~

24.9
26.8±1.9 26.9 26.2±2.5 25.8 0.007 23.7±1.8 24.0 23.8±1.7 24.0 0.642

체지방률(%) <25 25.3±4.4 25.2 24.3±4.6 23.2 0.507 21.6±3.7 21.0 22.4±3.8 22.3 0.070

허리둘 (cm) <90 94.7±5.0 92.5 91.3±6.7 89.8 0.001 84.6±5.8 85.8 84.3±5.6 84.5 0.379

수축기 압

(mmHg)
<130 132.3±7.7 133.0 125.6±7.1 125.0 0.005 120.4±12.8 120.5 124.5±11.6 123.5 0.066

이완기 압

(mmHg)
<85 85.2±6.5 86.0 76.1±5.3 77.0 <0.001 76.2±10.3 76.5 77.0±8.1 76.0 0.643

성지방

(mg/dL)
<150 151.3±55.9 132.0 142.5±67.3 136.0 0.776 103.1±43.0 98.5 102.6±36.8 92.5 0.501

HDL-콜 스테롤

(mg/dL)
>40 46.6±9.6 43.0 51.4±11.0 50.0 0.001 60.9±13.0 59.0 60.6±10.3 60.0 0.955

당화 색소(%) <5.7 5.8±0.4 5.7 5.5±0.3 5.4 <0.001 5.7±0.2 5.7 5.5±0.3 5.4 <0.001

표 9.분석 상자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

1) 콕슨 부호 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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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로그램 후 p-value


Mean±S.D. Median Mean±S.D. Median

험요인의 수 2.9±0.7 3.0 1.4±1.2 1.0 0.003

표 10. 사증후군 고 험군의 험요인의 수의 변화(n=17)

2) 사증후군 험요인의 변화

재 로그램 실시 후의 사증후군 고 험군의 사증후군 험요인

변화는 표 10과 같다.고 험군의 험요인 수는 평균 2.9개에서 1.4개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1). 한 로그램 실시 ,3개 이상의 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 험군은 체 고 험군 약 71%에서 로그램

실시 후,약 24%로 감소하 다(표 11).

1) 콕슨 부호 순 검정

항목별 험요인으로는 로그램 실시 ,허리둘 (16명)> 압(15명)>

당화 색소(9명)> 성지방(6명)>HDL-콜 스테롤(4명)순으로 허리둘

의 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그램 실시 후,허리둘 , 성지방(8명)> 압(5명)>당화 색소(3명)순으

로 허리둘 , 성지방의 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로그램 실시 후, 성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험요인을 보유한 상자의 수가 감소하 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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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 로그램 로그램 후

n(%)

수

4 4(23.5) 0(0.0)

3 8(47.1) 4(23.5)

2 5(29.4) 4(23.5)

1 0(0.0) 4(23.5)

0 0(0.0) 5(29.4)

종류

허리둘 16(94.0) 8(47.0)

압 15(88.0) 5(29.0)

당화 색소 9(53.0) 3(18.0)

성지방 6(35.0) 8(47.0)

HDL-콜 스테롤 4(24.0) 0(0.0)

표 11. 사증후군 험요인에 따른 사증후군 고 험군의 분포(n=17)

3)식생활 실태 변화

재 로그램 실시 후로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고 험군의 경우, 로그램 실시 에 비하여 후에 바람직

한 식생활의 실천정도를 평가하는 10개 항목 모두에서 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고 험군의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는 4.2

에서 6.5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1).

우리나라 성인의 사증후군 유병과 련된 식습 식행동 요인에

해 분석한 선행연구(박진경 등,2012)에 따르면 바람직한 식생활지침

을 모두 실천하는 군이 실천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증후군 험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 한, 양교육 실시 보다 후에 식사량,식사기호

등을 포함한 식습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된 것(장정희 &

조성희,1999)과 유사한 결과이다.1:1 양상담에서 균형있는 식사방법

에 해 교육을 진행 한 것과 직원식당에서 식단과 시피를 개선한 것

이 고 험군의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정 인 향을 끼쳤을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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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 고 험군(n=17) 사증후군 험군(n=20)

로그램 로그램 후 p-value
  로그램 로그램 후 p-value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총 수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Mean±

S.D.
Median

4.2±2.3 3.0 6.5±1.9 7.0 0.001 5.7±2.1 6.0 6.4±1.8 7.0 0.052

표 12.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 변화

1) 콕슨 부호 순 검정

2)10가지 식생활 실천항목의 합(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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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증후군

고 험군(n=16)

사증후군

험군(n=17)

로그램 로그램

후

로그램 로그램

후

n(%) n(%)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이내

실천할 의도가 없음
0(0.0) 1(6.3) 1(5.9) 1(5.9)

6개월 이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할 의도가 있음
7(43.8) 3(18.8) 9(52.9) 5(29.4)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 실천할 정
5(31.3) 3(18.8) 2(11.8) 2(11.8)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미만

실천
2(12.5) 7(43.8) 2(11.8) 5(29.4)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이상

실천
2(12.5) 2(12.5) 3(17.6) 4(23.5)

표 13.식생활 변화단계 변화

재 로그램 실시 후로 식생활 변화단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로그램 실시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이내 실천할 의도가

있음’에 해당하는 고 험군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그램 실시 후,

‘바람직한 식생활을 6개월 미만 실천 ’에 해당하는 고 험군이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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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을 상으로 생활습 재 로그램(이은희 등,2007)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자를 사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리군과 비

교군으로 구분하여 행동변화단계를 확인하 다. 한 행동변화단계에 맞

는 양상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로그램을 실시하 다.일본에서 수행

된 직장기반 재 로그램(Sawadaetal.,2009)에서도 식환경 재와 병

행하여 양교육을 실시하 는데 상자의 행동변화단계에 따라 교육내

용을 달리하여 양교육을 실시하 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실시 후의 식생활 변화단계를 확인하 을 뿐 각 상자의 식생활 단계

에 따른 맞춤별 교육을 진행 하지 않았다는 을 앞서 언 한 선행연구

와의 차이 으로 들 수 있다.

4) 재 로그램에 한 인식

재 로그램 실시가 사증후군 고 험군의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

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식단 개선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양정보 제시가 바람

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5 만 에 각각 3.9 ,4.1

이었다.‘소그룹 양교육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1:1 양상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는 각각 4.3 ,4.4 으로,1:1 양상담 실시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고 험군의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난 3개월간 직장의 와 같은 변화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의 경우,4.1 으로 나타났다.‘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에 가장 도움이 된 재 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의 항목에는

고 험군 14명 10명이 1:1 양상담이라고 답하 으며 나머지 3명은

양정보 제시라고 답하 다.

사증후군 상태 개선을 한 재 로그램의 평가에 한 선행연구(유

승 & 김혜경,2010)에 따르면 재 로그램에서 1:1 양상담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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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동의정도
 

Mean±S.D.

식단 개선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0.8

양정보 제시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1±0.7

소그룹 양교육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3±0.6

1:1 양상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0.6

지난 3개월간 직장의 와 같은 변화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1±0.6

표 14. 재 로그램에 한 인식

심이 되는 로그램 구성요소라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

다.1:1 양상담은 개인 차원의 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 외에 환경 지지,지역사회 차원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언 하 으므로 추후 직장기반 재 연구를 수행 할 때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1)5 척도:1=매우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

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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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례연구

(1) 사증후군 고 험군의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

사증후군 고 험군 17명 5명의 로그램 실시 ,후,1년 후의 신

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를 종합 으로 그림 13에 제시하

다.고 험군 5명의 개인별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는

그림 14,15,16에 제시하 다. 재 로그램 ,후,1년 후의 체질량지

수,허리둘 ,HDL-콜 스테롤,당화 색소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지수의 평균 수치는 로그램 실시 ,후,1년 후 각각 25.7kg/

㎡,24.8kg/㎡,24.6kg/㎡으로 로그램 실시 에는 정상범 수치보

다 높았으나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에는 정상범 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허리둘 는 로그램 실시 93.8cm로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으나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 각각 87.8cm,84.8

cm로 정상범 내 값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HDL-콜 스테

롤은 로그램 실시 46.4mg/dL에서 로그램 실시,종료 1년 후 각

각 54.6mg/dL,61.6mg/dL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1).당화 색

소는 로그램 실시 5.8%로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으나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 5.5%로 정상범 내 값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5).

비만여성을 상으로 양교육과 자율 인 운동 재를 실시한 선행연구

(김명숙,최미숙,& 김기남,2007)에서 양교육 과 후,종료 1개월 후

에 신체계측치, 압치, 액지표 차이를 비교한 결과,체 ,체질량지수,

체지방률,허리엉덩이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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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증후군 고 험군의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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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체

체지방률 허리둘

그림 14. 사증후군 고 험군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개인별 신체계측 결과 변화(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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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 압 이완기 압

그림 15. 사증후군 고 험군의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개인별 압측정 결과 변화(n=5)

성지방 HDL-콜 스테롤

당화 색소

그림 16. 사증후군 고 험군 재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개인별 액검사 결과 변화(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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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후군 고 험군 2명의 사례연구

사례자 A는 37세 남성으로 기획 리 과장이다. 재 로그램 실시

(2014년 6월),허리둘 , 압,당화 색소의 수치가 정상범 를 벗어나

사증후군 고 험군으로 선정되었다.

① 1:1 양상담을 통한 상자의 식생활 실태 악

식생활 문진을 실시하여 상자 A의 식생활 실태를 악한 결과,한

달에 한 번,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습 을 가지고 있으며 비흡

연자이다.1년 부터 주 3회 이상,40∼50분 동안 탁구를 쳤으며 자 거

로 출·퇴근을 하 다. 상자의 고민은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도 불

구하고 체 의 변화가 없는 것 이 다.3년 (2011년)의 체 은 66kg

로 상담 당시 72.5kg까지 증가한 상태 3년간 체 이 꾸 하게 증가하

다고 하 다.이른 출근시간과 늦은 퇴근시간 때문에 아침은 자주 거

르며 녁식사 신 야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회사 는 집

에서 과자,믹스커피 등의 간식섭취를 자주하는 습 을 가지고 있었다.

② 양문제에 한 양처방

꾸 한 체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복부비만 고 압에 한 리를

양치료목표로 하 다.아침은 자주 거르고 늦은 오후부터 식사량이 증

가하며 간식을 자주 먹는 습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식당에서의 아

침 식을 이용하는 것을 권하 으며 과일,우유 등 간단하게 아침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 다. 한 체 감소 압 리를 하여

외식 횟수를 이고 믹스커피의 양을 조 하도록 권유하 다.식사 시

베이컨,삼겹살 등의 섭취를 이고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도록

권유하 다. 양표시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 간식의 열량 1회 제공

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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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증후군 험요인 수치변화

로그램 실시 , 사증후군 험요인의 수가 3개(허리둘 , 압,당

화 색소)에서 로그램 실시 후 0개로, 로그램 종료 1년 후에는 1개

( 압)로 변화하 다.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의 사증후군

험요인 5개 항목 수치 변화를 보면,허리둘 의 경우 로그램 실시

,92.5cm로 정상범 수치 보다 높았으며 로그램 실시 후,종료 1

년 후 각 80cm,76.8cm로 정상범 내 값으로 감소하 다.수축기 압

은 로그램 실시 134mmHg로 정상범 수치 보다 높았으며 로

그램 실시 후 118mmHg로 정상범 내 값으로 감소하 으나 로그램

종료 1년 후 131mmHg로 다시 정상범 수치 보다 높았다.당화 색소

는 로그램 실시 5.7%로 정상범 수치보다 높았으며 로그램 실

시 후,종료 1년 후 정상범 내 값으로 감소하 다. 로그램 ,후,종

료 1년 후,이완기 압, 성지방,HDL-콜 스테롤의 수치가 모두 정상

범 내에 있었다(그림 17).따라서 상자 A는 꾸 한 압 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④ 면담조사 내용

재 로그램 실시 후,식사 시 밥의 양과 체 인 식사량이 감소되었

으며 고기 주의 식습 에서 두부,달걀,콩의 섭취가 증가하 다. 한,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 이 있었는데 의식 으로 횟수를 조 하 다.

1:1 양상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로그

램 구성요소라고 언 하 다.개인의 양문제를 진단해 주고 잘못된 습

을 교정 해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매우 만족하 으며

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 으로 1:1 양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 다.

사무실 직장 내에서 간식 근성이 좋아 간식 조 이 힘들다고 하

다.식생활 개선을 한 장애요소는 식사 외의 간식 조 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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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사례자 A의 사증후군 험요인 변화

사례자 B는 45세 남성으로 건설사업 과장이다. 재 로그램 실시

(2014년 6월),허리둘 , 압의 수치가 정상범 를 벗어나 사증후군

고 험군으로 선정되었다.

① 1:1 양상담을 통한 상자의 식생활 실태 악

식생활 문진을 실시하여 상자 B의 식생활 실태를 악한 결과,회식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며 회식 외식 시에는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두병을 마시고 음주 시에는 담배를 피운다고 하 다. 한 취침

,수면장애로 인하여 견과류,치즈와 함께 와인 반병을 주 2∼3회 마시

는 습 을 가지고 있다.한 달 (2014년 5월)부터 체 리를 시작하

으며 심식사 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30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하

다.아침에는 빵,우유,치즈 등 간단한 식사를 하고 녁식사 후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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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요거트,과일 등의 간식섭취를 하고 있었다.라면,자장면,빵 등

의 가루 음식을 선호하여 주말에는 라면,국수,자장면과 같은 탄수화

물 주의 식사를 한다고 하 다.

② 양문제에 한 양처방

10주간의 재 로그램 동안 2kg의 체 감량을 양치료목표로 하

다.유제품 섭취를 하루에 2잔 이하로 이고 일반우유 신 지방우유

를 섭취하라고 권장하 다.취침 에는 반신욕이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

는 등 음주 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 다. 한 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에 해서 설명하 다.

③ 사증후군 험요인 수치변화

로그램 실시 , 사증후군 험요인의 수가 2개(허리둘 , 압)에

서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 0개로 감소하 다. 로그램 실시 ,

후,종료 1년 후의 사증후군 험요인 5개 항목 수치 변화를 보면,허

리둘 의 경우 로그램 실시 ,90cm로 정상범 와 험범 경계치

에 있었으며 로그램 실시 후,종료 1년 후 각 85.5cm,79cm로 정상

범 내 값으로 감소하 다.이완기 압은 로그램 실시 85mmHg

로 정상범 와 험범 경계치에 있었으며 로그램 실시 후 77

mmHg로 정상범 내 값으로 감소하 다가 로그램 종료 1년 후 84

mmHg로 증가하 다. 로그램 ,후,종료 1년 후,수축기 압, 성지

방,HDL-콜 스테롤,당화 색소의 수치가 모두 정상범 내에 있었다

(그림 18).

④ 면담조사 내용

회식 시 주로 고기류만 먹었던 1년 (2014년)과는 달리 재(2015년)

는 고기를 먹을 땐 채소를 함께 먹기 때문에 채소의 섭취가 증가되었

다고 하 다. 한 평상시에도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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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사례자 B의 사증후군 험요인 변화

다고 하 다. 밥 주의 식사에서 잡곡밥 주의 식사로 변하 다. 재

로그램 에 연을 하고 운동을 실시하여 재까지 유지 이라고 하

다.야식과 음주의 횟수를 으며 외식 회식 시에도 음주량이 감

소되었다고 하 다.

1:1 양상담이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가장 도움이 된 로그램 구성

요소라고 언 하 다.1:1 양상담을 통해 양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개인습 을 교정해 주어서 좋았다고 답하 다. 한 재 로그램 실시

에는 운동의 효과가 었던 반면,1:1 양상담 실시 후 운동의 효과가

체 감소로 이어졌다고 답하 다.

잦은 회식문화가 식생활 개선의 장애요소라고 답하 다.회식 불참여시

치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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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패턴에 따른 사증후군 험에 한 선행연구(이유신,이무용,&

이심열,2014)에 의하면 ‘잡곡,채소,과일’패턴의 식사를 많이 할수록

사증후군 험을 낮출 수 있으며 ‘육류,술’패턴의 식사를 할수록

사증후군 험이 높은 식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다.따라서

사례자 A와 B는 재 로그램 실시 후 사증후군 험이 낮은 식사패

턴으로 식생활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심 계질환 험요인과 건강증진 로그램의 계에 해 진행된 연구

에서는 건강증진 로그램의 성공요인을 직장 상사가 건강증진활동을 실

천 할 수 있도록 격려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Shimizu,

Horiguchi,Kato,& Nagata,2004).이처럼 회식 등 직장 내 환경의 변화

는 개인 차원에서 변화할 수 없는 조직사회의 문제로서 조직의 리자

이상 상 직 인 직장인을 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한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2 -

V.결론 제언

1.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이 성인 남성의 사증후군

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서울시 소재 일 개 사업장의

직원 본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하고 사 검사에 참여한 104명을 상으

로 개인 차원의 재로 양교육과 환경 차원의 재로 직원식당과 매

의 식환경을 개선한 식생활 재 로그램을 10주간 실시하 다.연구

상자 사증후군 험요인 수에 따라 사증후군 고 험군(n=41)을

선별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증후군 험군(n=63)으로 구분하 다.개

인 차원의 재를 참여 가능한 고 험군(n=33)을 상으로 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 다.고 험군을 포함한 체 상자를 한 환경 재로

서 식환경을 개선하 다. 로그램 실시 후에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자,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여성을 제외한 사증후군 고 험군(n=17)과

험군(n=20)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다. 로그램 종료 1년 후 추

조사가 가능한 고 험군 5명을 상으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를

실시하 으며 5명 2명은 추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1) 재 로그램 실시 ,고 험군의 체질량지수,체지방률,허리둘 ,

압, 성지방 당화 색소의 평균 수치는 정상 범 를 벗어나 있었

고,HDL-콜 스테롤만 정상 범 에 있었다. 험군의 경우는 당화

색소만 고 험군과 비슷한 수 으로 높았으며,나머지 수치의 평균은 모

두 정상 범 에 있었다.당화 색소를 제외한 체 ,체질량지수,체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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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허리둘 ,수축기․이완기 압, 성지방,HDL-콜 스테롤에서 사

증후군 고 험군과 험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고 험군과 험군의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를

재 로그램 실시 후로 분석한 결과,고 험군의 체 (81.2kgvs.

79.2kg),체질량지수(26.8kg/㎡ vs.26.2kg/㎡),허리둘 (94.7cm vs.

91.3cm),수축기 압 (132.3mmHgvs.125.6mmHg),이완기 압

(85.2mmHgvs.76.1mmHg),HDL-콜 스테롤(46.6mg/dL vs.51.4

mg/dL),당화 색소(5.8% vs.5.5%)가 로그램 실시 후에 유의 으로

개선되었다. 험군의 경우,당화 색소만 로그램 실시 5.7%에서

로그램 실시 후 5.5%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3)고 험군의 사증후군 험요인의 수의 변화를 재 로그램 실시

후로 분석한 결과,평균 2.9개에서 1.4개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한 3개 이상의 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고 험군이 12명(약 71%)에서 8

명(약 24%)으로 감소하 다.

4)고 험군과 험군의 식생활 실태 변화를 재 로그램 실시 후

로 분석한 결과, 재 로그램 실시 평균 4.2 (총 10 )이었던 고

험군의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 수는 로그램 실시 후 6.5 으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5)고 험군의 재 로그램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고 험군은

재 로그램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반 으로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했으며(5 만 에 평균 4.1 ),여러 재 로그램 요소

1:1 양상담(평균 4.4 )과,소그룹 양교육(평균 4.3 )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 다.

6) 로그램 종료 1년 후 추 조사가 가능한 고 험군 5명을 상으로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 변화를 비교한 결과, 로그램 ,

후,종료 1년 후의 체 ,체질량지수,허리둘 ,HDL-콜 스테롤,당화

색소가 유의 으로 개선되었다.

연구 결과,직장인 남성을 상으로 10주간의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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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동반한 직장기반 식생활 재 로그램은 사증후군 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의 재를

병행하여 건강 험요인이 있는 직장인의 식행동 수정을 직장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주도 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는 사증후군 고 험군을 분류하여 개

인 차원 환경 차원의 재 로그램을 국내에서 통합 으로 실시한 첫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2.제언 연구의 한계

식생활 재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일부 직장인을 상으로

실시하 으나 최종 분석 상자의 수(n=37)가 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로그램 참여자 104명 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도탈락자가 많았다. 도탈락률이 높았던 이유는 연구

상이 환자가 아닌 사증후군 험을 가진 사람이었던 만큼 건강 리

에 한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한 10주

간의 다소 긴 기간 동안 규칙 으로 양교육 1:1상담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는 부담감 등의 심리 인 요인과 잦은 출장 외근 등

과 같은 사업장의 특성에 한 문제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추후 도탈락자의 수를 일 수 있는 략의 개발과 용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된다.

1:1 양상담시 ‘상담기록지’를 이용하여 식생활 문진을 실시하고 상

자의 식생활 실태를 악 평가하는 등 양 리를 실시했으나 상자

의 양 정을 한 객 인 비교가 불가능하 다.‘상담기록지’와는 별

개로 상자의 객 인 양 리(식이섭취조사 등)를 하여 ‘식사기록

지’와 같은 교육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로그램 종료 1년 후,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를 원하는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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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으며 사증후군 고 험군 17명 5명이 검사

에 참여하 다.검사에 참여한 5명의 고 험군은 자신의 건강 리에 ‘동

기부여’가 있는 상자라 생각된다.따라서 자신의 건강 리에 ‘동기부여’

가 있는 상자는 그 지 않은 상자보다 신체계측, 압측정, 액검사

결과가 더 정 인 방향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으로 구성된 재 로그램을 고

험군으로 분류된 상자에게 용하 으며 로그램 실시가 사증후군

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식생활 재

로그램 외의 기타 요소가 사증후군 리에 있어 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식생활 재 로그램의 효과를 면 하게 평

가하기 해서는 조군을 설정하여 조군과의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직장인 는 사업장의 요구에 맞는 표 화된 식생활 재 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사증후군 리 로그램의 틀을 제시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 ,환경 차원의 재는 무엇보다도 사업장

에서 주체 으로 실행하여야 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따라서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식생활 재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사

업장의 극 인 지원 하에 재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개인 환경 변화 차원의 통합

재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로그램의 종료 후에도 지속 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는 체계 리를 통한 식생활 재 로그램으로서 향후 사증후군

리를 한 련 연구 수행, 재 로그램 실시,더 나아가 직장 보건교

육 사업 등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6 -

VI.참고 문헌

김명숙,최미숙,& 김기남 (2007).비만 여성의 양교육과 운동 재가

체 감량과 유지에 미치는 향. 한지역사회 양학회지,12(1),80-89.

김유선 (2015).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한국노동사회연구원.

http://www.klsi.org/[11.29.2015 근]

김유진,& 오상우 (2012).한국인의 남․녀 직업군별 복부비만과 사증

후군의 험. 한비만학회지,21(2),108-114.

김희선,윤석 ,이건세,김형수,오상우,유호신,...& 박동림 (2011).지

역사회 상의 사증후군 자가 리 로그램 재 효과.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지,28(2),51-62.

농 진흥청 (2012).표 식품성분표 2011.서울:교문사.

한당뇨병학회 (2011).당뇨병진료지침.

한비만학회 (2012).비만진료지침.

박세윤,양윤정,& 김유리 (2011).u-헬스 어 (UbiquitousHealthcare)

서비스를 이용한 양교육이 직장 남성근로자의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 한국 양학회지, 44(3),231-242.

박진경,권상희,김양하,장명진, & 오경원 (2012).우리나라 성인의 사

증후군 유병과 련된 식습 식행동 요인.  한지역사회 양학회



- 57 -

지, 17(5),664-675.

박한득,김은진,황명옥,백윤미,최태인,& 박유경 (2010).직장인의 만성

질환 험 요소별로 구성된 양 교육의 효과 비교 연구. 한국 양학회

지, 43(3),246-259.

서울특별시 (2014). 사증후군 리사업 군명칭 서식(동의서,설문지)

변경 련 알림.http://opengov.seoul.go.kr/sanction/1073016[01.10.2015

근]

신경식,서아 (2010).사례연구방법 (4thed).서울:한경사

오상우 (2009).음주가 비만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 한비만학회

지,18(1),1-7.

오의 ,김수 , 사생,강명숙, & 방소연 (2007). 사성증후군 재연

구 논문 분석. 한간호학회지,37(1),72-80.

오정은 (2014).성인 남성에서 흡연과 사증후군의 연 성. 한비만학

회지,23(2),99-105.

오혜선,장미,황명옥,조상운,백윤미,최태인, & 박유경 (2009).면 면

양교육 후 1년간의 E-mail 양교육이 직장인 남성의 심 질환

험인자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 양학회지, 42(6),559-566.

유승 , & 김혜경 (2010). 사증후군 상태 개선을 한 생활습 재

로그램의 로그램 이론 평가.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27(4),165-175.



- 58 -

윤지 (2011).취약계층 어린이 식 안 리 지원 콘텐츠개발을 한

연구.식품의약품안 처.

이건아,최혜 , & 양숙자 (2015). 사증후군에 한 식이와 운동 효과

에 한 메타분석.  한간호학회지, 45(4),483-494.

이미선,강해진,오혜선,백윤미,조여원,박유경, & 최태인 (2008).직장

인 남성을 상으로 한 12주간의 양교육이 사증후군 련 인자에 미

치는 향.  한지역사회 양학회지, 13(1),46-61.

이선 ,이강숙,구정완,임 우,김형렬,박정일, & 최숙경 (2006).일부

지하철 근로자에서의 뇌심 질환 험요인 개선을 한 맞춤형 건강증

진 로그램의 효과.  한직업환경의학회지, 18(1),15-24.

이유신,이무용, & 이심열 (2014).경기 일부 지역 년 성인의 식사 패

턴에 따른 사증후군 험에 한 연구. 한지역사회 양학회

지, 19(6),527-536.

이윤나 (2007).식품별 양성분 DB구축사업 - 량의 부피

량 환산 DB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은희,김혜경,이윤희,문순 ,권은주, & 지선하 (2007).생활습 재

로그램이 성인의 건강생활습 실천과 사증후군 개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24(3),1-19.

이인규 (2005).한국 성인에서의 NCEP-ATP3기 을 용한 사증후

군 유병률과 임상 특징. 한내과학회지,68(4),350-354.



- 59 -

장정희, & 조성희 (1999). 양교육을 통한 사업장 근로자의 고지 증 개

선.  한 양사 회 학술지, 5(1),1-9.

통계청 (2015).2014년 사망원인통계.

이시다히로미 [石田裕美](2009).근로자의 건강 만들기를 하여 식을

활용한 집단 고 험군 책에 한 연구:종합연구보고서 [勤労 の

健康づくりのための給食を活用した集団及びハイリスク への対策に関す

る研究：総合研究報告書].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

Alberti,K.G.M.M.,& Zimmet,P.F.(1998).Definition,diagnosis

andclassificationofdiabetesmellitusanditscomplications.Part1:

diagnosisandclassificationofdiabetesmellitus.Provisionalreportof

aWHOconsultation.DiabeticMedicine, 15(7),539-553.

Anderssen,S.A.,Carroll,S.,Urdal,P.,& Holme,I.(2007).Combined

dietand exerciseintervention reversesthemetabolicsyndromein

middleagedmales:resultsfrom theOsloDietandExerciseStudy.

Scandinavian JournalofMedicine & Science in Sports,17(6),

687-695.

Beresford,S.A.,Thompson,B.,Feng,Z.,Christianson,A.,McLerran,

D.,& Patrick,D.L.(2001).Seattle5aDayworksiteprogram to

increasefruitandvegetableconsumption. PreventiveMedicine, 32(3),

230-238.

Eckel,R.H.,Grundy,S.M.,& Zimmet,P.Z.(2005).Themetabolic

syndrome.TheLancet, 365(9468),1415-1428.



- 60 -

Engbers,L.H.,vanPoppel,M.N.,Paw,M.C.A.,& vanMechelen,

W.(2006).The effects of a controlled worksite environmental

intervention on determinants ofdietary behaviorand self-reported

fruit,vegetableandfatintake. BMCPublicHealth, 6(1),253.

Fappa,E.,Yannakoulia,M.,Pitsavos,C.,Skoumas,I.,Valourdou,S.,

& Stefanadis,C.(2008).Lifestyleinterventioninthemanagementof

metabolicsyndrome:couldweimproveadherenceissues?Nutrition,

24(3),286-291.

Geaney,F.,Kelly,C.,Greiner,B.A.,Harrington,J.M.,Perry,I.J.,&

Beirne,P.(2013).Theeffectivenessofworkplacedietarymodification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Preventive Medicine, 57(5),

438-447.

Glanz,K.,& Seewald-Klein,T.(1986).Nutritionattheworksite:an

overview.JournalofNutritionEducation, 18(2),S1-S12.

Grundy,S.M.,Cleeman,J.I.,Daniels,S.R.,Donato,K.A.,Eckel,R.

H.,Franklin,B.A.,...& Spertus,J.A.(2005).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scientific

statement.Circulation,112(17),2735-2752.

Hong,A.R.,& Lim,S.(2015).Clinicalcharacteristicsofmetabolic

syndrome in Korea, and its comparis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JournalofDiabetesInvestigation,6(5),508-515.



- 61 -

Kaplan,N.M.(1989).The deadly quartet:upper-body obesity,

glucoseintolerance,hypertriglyceridemia,andhypertension.Archives

ofInternalMedicine,149(7),1514-1520.

Klein,S.,Allison,D.B.,Heymsfield,S.B.,Kelley,D.E.,Leibel,R.

L., Nonas, C., & Kahn, R. (2007). Waist circumference and

cardiometabolicrisk:aconsensusstatementfrom shapingAmerica's

health:AssociationforWeightManagementandObesityPrevention;

NAASO,theObesitySociety;theAmericanSocietyforNutrition;and

theAmericanDiabetesAssociation.Obesity,15(5),1061-1067.

Kushida,O.,& Murayama,N.(2014).Effects of environmental

intervention in workplace cafeterias on vegetable consumption by

maleworkers.JournalofNutritionEducationand Behavior,46(5),

350-358.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NationalHealth InsuranceService

(2015). Korean Diabetes Fact Sheet 2015. Retrieved from

http://www.diabetes.or.kr[Accesson01.10.2015]

Lichtenstein,A.H.,Appel,L.J.,Brands,M.,Carnethon,M.,Daniels,

S.,Franch,H.A.,...& Karanja,N.(2006).SummaryofAmerican

HeartAssociation dietandlifestylerecommendationsrevision2006.

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26(10),

2186-2191.

Lim,S.,Shin,H.,Song,J.H.,Kwak,S.H.,Kang,S.M.,Yoon,J.

W.,...& Koh,K.K.(2011).Increasing prevalence ofmetabolic



- 62 -

syndrome in Korea - the Korean National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Surveyfor1998–2007.DiabetesCare, 34(6),1323-1328.

Lucini,D.,Zanuso,S.,Solaro,N.,Vigo,C.,Malacarne,M.,& Pagani,

M.(2015).Reducingtheriskofmetabolicsyndromeattheworksite:

preliminary experience with an ecological approach. Acta

Diabetologica,1-9.

Magkos,F.,Yannakoulia,M.,Chan,J.L.,& Mantzoros,C.S.(2009).

Managementofthemetabolicsyndromeandtype2diabetesthrough

lifestylemodification.AnnualReviewofNutrition,29,223-256.

Mozumdar,A.,& Liguori,G.(2011).Persistentincreaseofprevalence

ofmetabolicsyndromeamongUSadults:NHANESIIItoNHANES

1999–2006.DiabetesCare, 34(1),216-219.

Muto,T.,& Yamauchi,K.(2001).Evaluationofamulticomponent

workplacehealthpromotionprogram conductedinJapanforimproving

employee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Preventive

Medicine, 33(6),571-577.

Okafor,C.I.(2012).The metabolic syndrome in Africa:Current

trends.Indian JournalofEndocrinology and Metabolism,16(1),

56-66.

Patton,J.P.(1991).Work-site health promotion: an economic

model. JournalofOccupationaland EnvironmentalMedicine, 33(8),



- 63 -

868-873.

Plotnikoff,R.C.,McCargar,L.J.,Wilson,P.M.,& Loucaides,C.A.

(2005).Efficacy ofan E-mailintervention for the promotion of

physicalactivity and nutrition behaviorin the workplace context.

AmericanJournalofHealthPromotion,19(6),422-439.

Quintiliani,L.,Poulsen,S.,& Sorensen,G.(2010).Healthy eating

strategies in the workplace.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place

HealthManagement, 3(3),182-196.

Reaven,G.M.(1988).Roleofinsulinresistanceinhumandisease.

Diabetes,37(12),1595-1607.

Ryu,S.,Song,J.,Choi,B.Y.,Lee,S.J.,Kim,W.S.,Chang,Y.,...&

Sung,K.C.(2007).Incidenceandriskfactorsformetabolicsyndrome

in Korean maleworkers,ages30to39.AnnalsofEpidemiology,

17(4),245-252.

SawadaK.,TakemiY.,MurayamaN.,SakakiS.,& IshidaH.(2009).

Developmentandevaluationofaworksite-basednutritioneducation

program integratedwithfoodenvironmentalinterventionapplyingthe

transtheoreticalmodel.Japanese Journalof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17(2),54-70.

Shimizu,T.,Horiguchi,I.,Kato,T.,& Nagata,S.(2004).Relationship

between an interview-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and



- 64 -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t Japanese companies. Journal of

OccupationalHealth, 46(3),205-212.

Steenhuis,I.,vanAssema,P.,vanBreukelen,G.,Glanz,K.,Kok,G.,

& deVries,H.(2004).Theimpactofeducationalandenvironmental

interventions in Dutch worksite cafeteria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19(3),335-343.

Story,M.,Kaphingst,K.M.,Robinson-O'Brien,R.,& Glanz,K.

(2008).Creating healthy food and eating environments:policy and

environmental approache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9,

253-272.

Tan,C.E.,Chew,S.K.,& Tai,E.S.(2004).The metabolic

syndrome:anAsianperspective.InternationalCongressSeries,1262,

546-549.

Wood,P.D.,Stefanick,M.L.,Williams,P.T.,& Haskell,W.L.

(1991). The effects on plasma lipoproteins of a prudent

weight-reducing diet,withorwithoutexercise,inoverweightmen

andwomen. NewEnglandJournalofMedicine,325(7),461-466.



- 65 -

부록 1.설문지 ····························································································66

부록 2.1:1 양상담 기록지·····································································75

부록 3.열량에 따른 식사제공량 기 ····················································77

 

부 록



- 66 -

부록 1.설문지



- 67 -



- 68 -



- 69 -



- 70 -



- 71 -



- 72 -



- 73 -

<사후 설문 추가 항목>



- 74 -



- 75 -

부록 2.1:1 양상담 기록지



- 76 -



- 77 -

‘취약계  어린  식 안전 리 지원 콘텐  개발  한 연 ’( 지현, 2011)를 

토대  하여 ‘열량에 따른 식사제공량 준’  정함

부록 3.열량에 따른 식사제공량 기



- 78 -

ABSTRACT

Effectofaworksite-based

dietaryinterventionprogram

onthemanagementofmetabolicsyndrome

HyejinKim

DepartmentofFoodandNutri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revalenceofmetabolicsyndromes(MS)isincreasingworldwide.

MoreattentionhasbeendrawntotheMS managementcombining

individualandenvironmentalintervention.Thisstudywas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ofa worksite-based dietary intervention

program combining individualandenvironmentalapproachesonthe

managementofMS among male employees.A 10-week dietary

intervention program was implemented targeting white–collar

employees(n=104)whoagreedtoparticipatein theprogram ata

worksitelocatedinSeoul. PhysicaldataincludingMS components

were collected and a questionnaire on dietary behavio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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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The participants

havingthreeormoreoutoffivecomponentsofMS composingof

waistcircumference,blood pressure,triglycerides,HDL-cholesterol,

and HbA1c or having two components including a waist

circumferencecomponentwereclassifiedinto"thehighriskgroup"

(n=41).Therestwereconsideredas"thelow risk group"(n=63).

Amongthehighriskgroup,thosewillingtoparticipateinindividual

intervention consisting ofgroup nutrition education and individual

nutritioncounseling(n=33)receivedtheinterventionthreetimeseach.

Thegroupnutritioneducationwasprovidedon managementofMS,

hypertension,and dyslipidemia.The individualnutrition counseling

was provided based on the Nutrition Care Process.The food

environmentsuchastheemployeerestaurantandthesnackstore,

whereboththehighandlow riskgroupswereexposed,waschanged

to promote healthy eating.Intervention in the food environment

included modification of menu and recipe and placement of

hourglassestopromoteslow eating,calorielabelsforsaladdressings,

and posterson MS prevention attheemployeerestaurantsand

informationprovisiononnutritionalfactsforbeveragesatthesnack

store.The data from the high risk (n=17)and low risk groups

(n=20),excludingwomenorthesubjectsnothavingcompletedthe

program orthepost-test,wereanalyzed.Weight(81.2kgvs.79.2

kg),BMI(26.8kg/㎡ vs.26.2kg/㎡),waistcircumference(94.7cm

vs.91.3cm),systolicbloodpressure(132.3mmHgvs.125.6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85.2 mmHg vs. 76.1 mmHg),

HDL-cholesterol(46.6mg/dLvs.51.4mg/dL),andHbA1c(5.8% vs.

5.5%)improvedsignificantlyafterinterventioninthehighriskgroup.

ThenumberofMS componentsofthehighriskgroup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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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from 2.9to1.4onaverage.Thegooddietarypractice

scoreincreasedsignificantlyfrom 4.2to6.5outof10onaveragein

thehighriskgroup.Inthelow riskgroup,therewerenosignificant

differencein anthropometricparameters,bloodpressurevalues,and

bloodvaluesexcludingHbA1cbeforeandaftertheintervention.One

yearfollowingtheprogram completion,anthropometricmeasurements,

bloodpressuremeasurementandbloodtestswereperformedwithfive

participantsavailableforafollow-upassessmentamongthehighrisk

group. Weight, BMI,waist circumference, HDL-cholesterol,and

HbA1cimprovedsignificantlyamongthethreedifferenttimepoints

which were before,afterintervention and one-yearfollow-up.In

conclusion,the10-weekworksite-baseddietaryinterventionprogram

inthisstudycombiningindividualandenvironmentalapproacheshave

positiveeffectsonthemanagementofMSformaleemployees.This

study can be usefulto develop dietary interventions programs

combining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approaches for MS

management.

Keywords:Metabolicsyndrome,workplace,dietaryintervention

program,environmentalapproach

StudentNumber:2013-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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