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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질환자에게 약물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체중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대사성질환, 심혈관계질환을 

야기하여 환자의 기대수명을 15 년 이상 감소시키고, 

투약순응도를 떨어뜨려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킨다. 특히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의 기간이 짧을수록 

체중증가는 더욱 급속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장기적인 예후를 위하여 생활습관 개선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발병 5 년 미만의 15-25 세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체계측치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비동등성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B 시와 서울시의 2 개 의원에서 모집하였으며, 경기도 

B 시 소재 의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에서 실험군을 모집하였고, 

서울시의 소재 의원의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 및 경기도 B 시 

소재 의원의 외래에서 대조군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대상자와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1 인이 모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총 

35명으로 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이었다. 

실험군은 2 회의 개별교육과 주 2 회씩 총 8 회의 집단운동이 

포함된 4 주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일상관리를 제외한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았다. 

구조화된 설문지 및 신체계측를 이용하여 4 주의 간격을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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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test, Fisher’s exact test, 

indipendent t-test, ANCOVA 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신체계측치(BMI (p = .026), 체중 (p = .048), 체지방률 (p = .009), 

복부둘레 (p = .037))의 전후 변화량 (사후값-사전값) 이 유의하게 

더 적어 대조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중재는 

초기 정신질환자의 신체계측치 증가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 (p = .579) 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질환자의 신체계측치 증가 예방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 차예방의 관점에서 초기 정신질환자의 

신체계측치 증가를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교육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기대수명 감소와 투약순응도 저하를 

예방하고자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중재는 추후 간호실무에 

있어서 초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또는 지역사회 시설에 유입되어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제공 가능하므로 간호실무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초기 정신질환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신체계측치, 체중증가, 삶의 질 

학   번 : 2015-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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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 대 중반에 개발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추체외로 

증후군이나 지연성 운동장애와 같은 기존의 항정신병약물에서 

일어났던 비가역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줄여, 정신질환자들에게 

약물 선택의 폭을 넓이고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왔다(권준수 & 이경진, 2004; 신영철, 

민경준, 전덕인, 윤보현, & 박원명, 2003; Kasper, 1998). 그러나 

이러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도 구갈, 변비, 진정, 체중증가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Tandon, 2002). 이 

중에서도 체중증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임상에서 치료진들이 인지하는 것에 비하여 

실제적인 처치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부작용이다(Buckley, Miller, 

Singer, Arena, & Stirewalt, 2005). 특히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처음받는 초발정신증(first-episode psychosis)환자를 포함한 

초기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체중증가가 장기 

투여군에 비하여 같은 기간동안 3-4배가량 더 크며,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체중증가의 폭이 더 크다(Alvarez-Jimenez et al., 2008). 

또 체중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약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투약 시작 후 100~200주까지도 

체중증가가 계속된다(신철진, 권영준, 이경규, & 지익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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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증가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이고 당뇨, 심혈관질환, 뇌졸중, 골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기대수명을 일반인에 비해 15년에서 25년 이상 줄인다(권준수 & 

이경진, 2004; Curkendall, Mo, Glasser, Stang, & Jones, 2004; Hennekens, 

Hennekens, Hollar, & Casey, 2005; Wahlbeck, Westman, Nordentoft, 

Gissler, & Laursen, 2011). 뿐만아니라 체중증가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은 심리·사회적 문제 및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Allison, Mackell, & McDonnell, 2003; Covell et al., 2007; Tham, 

Jones, Chamberlain, & Castle, 2007). 특히 발병 초기의 정신질환자는 

대개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의 젊은 나이이며 이는 정신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비만으로 인한 낙인은 환자의 

정신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ouncil, 2003). 즉, 이 시기의 체중증가는 용모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기신체상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다(노은이, 2013). 

동시에 체중증가는 환자의 약물비순응을 야기하고 

치료순응도를 감소시킨다(Tham et al., 2007; Weiden, Mackell, & 

McDonnell, 2004; Wong, Chen, Lui, & Tso, 2011). 그리고 

초발정신증을 포함하여 발병 5 년 이내인 초기 정신질환자에 

있어, 약물비순응과 치료순응도 감소는 병의 재발과 만성화를 

야기하여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이고 강한 악영향을 

끼친다(Caseiro-Vázquez et al., 2010). 따라서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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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해서는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나타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인한 체중증가에 대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번 크게 증가된 체중은 정상체중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체중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단순히 치료진이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대상자 스스로가 체중조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수정을 

일으켜 연속적이고 잠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대한내분비학회 & 대한비만학회, 2010). 이를 

통해 추후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장기적으로 비만과 그 합병증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기대수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정신질환의 발병초기 시기는 초기 

정신질환자들에게 체중증가 및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체중증가 및 그로인한 신체적·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제한되어 있다. 해외에서도 최근 5 년 이내에 수행된 소수의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메타분석이나 문헌고찰 

연구는 찾을 수 없없다(Curtis et al., 2016; Rosenbaum et al., 2014; 

Thompson et al., 2011). 국내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4 

체중조절 또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오경, 1994; 이지선, 

윤보현, 송제헌, & 시영화,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초기 

정신질환자들의 신체계측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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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4 주 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계측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 주 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초기 정신질환자의 

신체계측(BMI, 체중, 체지방률, 복부둘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 4 주 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초기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초기 정신질환자  

 

(1) 이론적 정의 : 영어로는 ‘early psychosis’라고 하나, 

국내에는 이 개념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정신증 환자’, ’초기 정신병 환자’ 등의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의미하는 공통적인 

시기는 ‘정신증 발병 이전의 전구기 상태부터 정신증 발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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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년 가량의 기간’이며, 이 기간은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시기로 알려져있다. (안석균, 2008)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초기 정신질환자란 

조현스펙트럼 장애(조현형 성격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 조현양상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진단을 받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은 지 만 5 년이 지나지 않은 환자 중 현재 입원병동 및 

낮병동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2)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1) 이론적 정의 : 행동요법에 기반하는 중재로써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근래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행동적, 인지적인 전략을 포함한 

식이와 운동의 구체적인 권고를 결합하여 구성되고 있다. 이 

중재의 핵심 과제는 환자의 건강한 행동변화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Dalle Grave et al., 2010).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식이, 운동)과 운동, 

행동수정요법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중증가의 예방 및 

정상체중 유지와 체중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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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1) 이론적 정의 : 삶의 질은 학자마다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 하나의 정의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나 WHO 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계와 관련하여 인생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3). 이러한 정의에서의 

삶의 질은 타인에 의해 판단될 수 없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이란 대상자가 

자각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로, 

WHO (1996)에서 개발한 WHOQOL-BREF 를 민성길 등(200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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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비정형 항정신병약물과 체중증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체중증가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COPD, 골관절염 등의 내과적 질환을 

야기하며, 그 결과로 기대수명을 15~20년 줄여, 초기 

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 및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Hennekens, Hennekens, Hollar, & Casey, 2005; Wahlbeck, 

Westman, Nordentoft, Gissler, & Laursen, 2011). 

 Allison(1999)과 동료들의 메타분석 결과, Haloperidol을 

복용한 환자군이 10주간 평균 0.48kg의 체중이 증가한 반면, 

Risperidone과 Olanzapine을 복용한 환자군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각각 2.10kg와 4.15kg의 체중증가가 관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정신병약물을 처음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체중증가의 속도가 장기 투여군에 비하여 대단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Alvarez-Jimenez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정신질환자에서의 체중증가가 만성 정신질환자보다 3-

4배가량 더 크며 이는 약물의 장기적 또는 단기적 복용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젊은 환자에게서 체중증가의 

폭이 더 컸고, 이러한 체중증가는 1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김우진 et al., 2011; Strassnig, Miewald, Keshavan, & 

Ganguli, 2007).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164명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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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추적조사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복용 3개월 

후에 유의한 체중증가를 나타내었고, Haloperidol을 복용한 

환자에서 평균 3.8kg의 체중이 증가하는 동안 Risperidone을 

복용한 환자들은 5.9kg, Olanzapine을 복용한 환자들은 8.4kg의 

체중증가를 보였다(Perez-Iglesias et al., 2008). 국내의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철진 등(200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Risperidone과 Olanzapine을 복용하는 대상자 

모두에서 체중증가를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약물복용을 

시작한 초기에 체중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중증가는 점차 증가의 폭이 작아지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정체기(plateau)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1년간의 추적조사만이 이루어졌지만, 비선형 회귀분석 상으로 

추정한 결과, 각 약물에서 체중증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Risperidone이 200주, Olanzapine이 

112주라고 하였다(신철진 et al., 2004) 

체중증가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하는 39 명의 환자 중 37 명의 환자에서 2 년동안 평균 

8.3kg 의 체중증가가 나타났으며, 636 명의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체중증가는 Olanzapine 을 복용한 환자군의 74.5%에서, 

risperidone 을 복용한 환자군의 53.4%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Bobes et al., 2003; Cohen, Glazewski, Khan, & Khan, 2001). 

한편, Olanzapine 은 아동·청소년기 환자에게 더 많은 체중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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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Olanzapine을 복용한 성인에서 치료 

전 체중의 7% 이상의 체중증가는 47 일 이하의 단기치료군의 

22%, 48 주 이상의 장기치료군의 64%에서 관찰되었다. 

체중증가는 청소년에서 훨씬 더 빠르고 큰 변화를 보여, 치료 전 

체중의 7% 이상의 체중증가는 22 일 이하의 단기치료를 받는 

청소년의 41%에서, 24 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는 청소년의 

89%에서 관찰되었다(Kryzhanovskaya et al., 2012). 따라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모든 대상자에서 체중조절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에서는 

그 중재가 더더욱 필수적이다. 

 

2. 체중증가와 치료순응도 

 

 정신질환자의 약물로 인한 체중증가는 환자의 

치료순응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현병 환자를 

42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약물이 체중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믿는 환자의 64%가 체중증가로 인해서 

약물복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6%는 

체중증가로 인해 적어도 한 번 이상 약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물이 체중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믿는 정신질환자의 단 9% 만이 완전한 치료순응을 보였다(Tham 

et al., 2007). Weiden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체중은 조현병 

환자의 치료순응도의 예측지표가 되며, 비만한 환자(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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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과)의 경우, 정상체중인 환자(BMI 25미만)에 비해 약물을 

중단하는 비율이 2.5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기 정신질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 Wong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항정신병 약물로 인해 체중이 증가했다고 

믿는 환자의 72%가 스스로 약물용량을 줄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치료비순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체중 증가를 막는 중재를 제공하고 과도한 

체중증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들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또다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청소년 환자의 입원치료 시 

급격한 체중증가가 추후 외래치료에서 치료비순응을 예측하는 

유일한 부작용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Pogge, Singer, & Harvey, 

2005). 

 선행연구를 참고해보면,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로 

인한 치료비순응의 문제는 단지 질병의 초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초기에 발생하여 일어나서 꾸준히 

정신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이고 주요한 치료비순응의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체중조절은 질병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중재를 통해 환자의 장단기적인 치료순응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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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만성정신질환자 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환자의 체중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감소와 자존감, 자기효능감,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연 & 김수진, 2015; 이지선 et al., 2012; Brown, 

Goetz, & Hamera, 2011; Bruins et al., 2014; Cabassa, Ezell, & Lewis-

Fernández, 2010; Chen, Chen, & Huang, 2009; Kwon et al., 2006). 반면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는 호주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동안 특정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체중증가가 

적었거나,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Álvarez-Jiménez et al., 2006; Curtis et al., 2016; Rosenbaum et 

al., 2015; Thompson et al., 2011). 국내에서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SMI: Severe 

mental illness)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3개월 이상 권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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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식이·운동 교육 및 식이·운동 중재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중재자가 운동이나 식이를 식사일지 등으로 

확인하였을 때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권고하였다(Bartels & Desilets, 2012). 국내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체중조절 또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사항이 없다. 

따라서 일반 비만연구에 적용된 운동요법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식이통제를 스스로 하며 

유산소운동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하면서 주 4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6주 이상 실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여 

SAMHSA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김경배, 임강일, 소위영, 

박수경, & 송욱, 2007). 

한편, 국내에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조절 

프로그램를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4주 간의 중재에서 

유의미한 체중증가 예방 또는 체중감량 효과를 

보고하였다(김미애, 2012; 임희수, 한금선, & 정혜경, 2006; Hong, 

Sun, Han, & Kwon, 2008). 국내 정신병원의 입원기간이 법의 

제도하에 점차 단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정신질환자의 

낮병동 및 입원병동에의 입원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역시 

4주가량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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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행동수정요법은 학습이론에 기초를 두었으며 학습을 통해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적응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Cha, 2004).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수정요법은 여러 

대상자를 위한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재에 

효과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어왔다(김인홍, 2002; 정미희, 한상숙, & 

임소희, 2015; 최주연, 권정혜, & 이재현, 2001; Yamaoka & Tango, 

2012). 비만치료지침 2010 권고안(2010)을 참고하면 체중조절 및 

생활습관 개선에 효과적인 행동수정요법의 기법으로 자기관찰, 

자극조절, 식사행동조절, 강화 뿐만아니라 영양교육, 

신체활동조절, 인지적 재구조화 및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종합적인 행동수정요법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아 및 청소년 대상자에서 

행동수정요법이 시행되었을 때 대상자의 지속적인 행동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행동수정요법은 중요한 

구성요소이다(Dietz & Gortmaker, 2001).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행동수정요법의 효과에 대한 해외의 메타분석에서는 

행동수정요법이 소아·청소년의 체중감소와 심혈관대사(cardio-

metabolic)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H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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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결과도 그와 비슷한데, 최주연, 권정혜, 

이재현(2001)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수정요법을 운동 및 영양교육과 함께 시행한 체중조절 

그룹이 운동과 영양교육만을 시행한 그룹에 비해 체질량 지수와 

비만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식사 및 행동습관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운동요법을 시행한 그룹보다 행동수정요법을 시행한 그룹에서 

더 많은 BMI 및 체중이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다고 

하여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김정남, 권윤희, & 박경민, 2007).  

 이는 앞서 기술한대로 행동수정요법이 소아·청소년 

대상자를 위한 체중조절 중재에서 특히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AYA; Adolescent and 

Young Adult)에 해당하는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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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및 유사 

프로그램과 삶의 질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및 영양교육과 운동중재, 체중조절 

등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는 일반인과 비만환자, 당뇨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대상자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김영미, 현선희, & 송형삼, 2008; 

이지수, 신찬임, 김범택, 이관우, & 박혜순, 2006; JiSoo Lee, Shin, 

Kim, Lee, & Park, 2006; Trento et al., 2002).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입원 중인 만성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환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질과 체중관련 삶의 질 모두가 

향상되었다(이지선 et al., 2012; Kwon et al., 2006). 해외의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에게 10주간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증가하며 이러한 변화는 

12개월까지도 유지된다고 하였다(Chen et al., 2009). 특히 중재 

프로그램을 통한 체중감소가 일어난 경우, 이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Mauri et al., 2008). 

 하지만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운동요법과 

행동수정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정신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초기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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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중재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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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개념적 기틀 

 

 
Figure 1. Causes and effects of weight-gain in psychiatric treatment 
(Shrivastava&Johnston, 2010) 

 

Shrivastava and Johnston (2010)는 기존 연구들의 문헌고찰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그 원인으로는 ‘개인적 민감성’과 

‘항정신병 약물’, ‘생활방식’이 있다(Figure 1).  

첫째, 개인적 민감성이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 중 

체중증가에 취약한 성질을 이야기하며, 유전·나이·성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전적으로 약물 복용 시 더 심한 체중증가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높은 BMI(Body Mass Index)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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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낮은 병전 BMI가 있으며, 여성에게서, 환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비흡연자에게서, 조현스펙트럼 장애 진단 환자에서, 

초발정신증에서 더 심한 체중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varez-Jimenez et al., 2008). 

둘째, 항정신병 약물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환자의 체중증가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기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항정신병 약물이 세로토닌(5-HT)계 수용체와 히스타민계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법 및 렙틴의 유전적 변이에 따라 

체중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준노 & 양병환, 2004). 

다음으로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항정신병 약물이 길항작용을 

하여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준노 & 

양병환, 2004). 마지막으로는 항정신병 약물이 고프로락틴 혈증을 

일으켜, 이것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복부지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Baptista et al., 2000).  

셋째, 정신질환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규칙적인 운동 및 

식·수면 등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환자의 우울증상 또는 급성기 치료 시 항정신병 약물의 

진정작용 등으로 인해 환자의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이는 

환자의 체중증가를 더 악화시킨다(Fagiolini et al., 2002; Theisen et al., 

2003) . 

이러한 원인으로 일어난 체중증가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Shrivastava and Johnston (2010)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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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체중증가를 겪은 정신질환자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COPD, 골관절염 등의 신체적 질환의 

부작용을 겪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기대수명을 일반인에 비해 15 년에서 25 년가량 

줄인다(Curkendall et al., 2004; Hennekens et al., 2005; Wahlbeck et al., 

2011).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조현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이환율이 42.7%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사증후군은 환자의 조현병 이환기간, 입원횟수, 재발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정신병의 초기부터 이에 대한 경계와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Nam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야기한다(권준수 & 이경진, 2004; Möller, 2008). 특히 초기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청소년기로, 체중증가에 더욱 취약한 

고위험군이다(Alvarez-Jimenez et al., 2008; Correll et al., 2009). 이들의 

치료중단은 곧 재발로 이어지며, 이는 정신병의 특성상 

결정적시기인 병의 초반부에 치료를 놓쳐 질병의 만성화를 

야기한다(안석균, 2008). 

또한 비록 치료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체중증가는 정신질환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체중증가를 경험한 정신질환자가 더 낮은 

정서적 안녕감과 신체상을 가지고, 정상 체중의 정신질환자에 

비하여 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et al., 

2003; Arbour-Nicitopoulos, Faulkner, & Cohn, 2010; Strassnig, Brar, & 

Gangul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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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만그룹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서 비만과 관련하여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문제가 

보고되었다(노은이, 2013; 임현정, 2011). 정신질환자의 정서적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있어 체중증가는 일반인에게 

나타난 것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인한 체중증가의 

예방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인이 가장 쉽게 개입할 

수 있으면서도 환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1 차 및 

2 차예방의 관점에서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아래와 같다(Figure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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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가설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BMI 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중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지방률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복부둘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의 삶의 

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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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4 주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BMI, 체중, 복부둘레, 체지방률,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Pre test Intervention Post test 

Cont1 Usual care Cont2 

Exp1 
X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 

usual care) 
Exp2 

Cont: Control group, Exp: Experimental group, X: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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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Table 2 Distribution of recruitment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B 시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두 

개 정신과 의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및 외래에서 모집하였으며, 

중재효과의 확산에 의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다른 곳에서 모집하였다. 실험군은 경기도 B 시의 

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낮병동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대조군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낮병동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경기도 

B 시의 정신과 의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Table 2). 모든 참가자는 실험 참가 전, 환자 

Group 

 

Hospital Treatment 

setting 

Number of 

recruited 

participants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Experimental A Inpatient 

ward 

7 17 

Day 

hospital 

10 

Control A Outpatient 11 18 

B Inpatient 

ward 

2 

Day 

hospital 

3 

Outpatient 2 



 25 

본인 및 주보호자 1 인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집한 두 의원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반영하는 지역박탈지수를 전국구로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실험군 지역:-

7.09~-5.26, 대조군 지역:-5.26~-2.66), 두 지역에서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집하더라도 두 군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김동진 et al., 2013).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외래환자를 제외하고는 병동 또는 낮병동에서 usual care로 주 1회 

운동프로그램(50분미만)을 시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42 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으며 이 중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5명과 2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에는 

실험군 17 명, 대조군 18 명으로 총 35 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연구 수행 전 실시한 목표 표본수 산출은 G*power 

프로그램(ANOVA: Repeated measures, within-between interaction)을 

이용하여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 김대훈 (2008)의 메타분석 

선행연구에서 국내논문에서 운동요법의 효과크기가 중간 

이상이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F = 0.25 로 계산하였을 때, 각 

군 17 명씩 34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이를 충족하는 인원수이다. 그러나 자료수집을 모두 마친 

후 자료분석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변수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동질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RM 

ANOVA)을 사용하는 대신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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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5세에서 만 25세 사이의 대상자 

2) DSM-5 에 의거하여 조현스펙트럼 장애(조현형 성격장애, 

망상장애, 단기 정신증적 장애, 조현양상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자. 

3) 2)에 해당하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지 만 5 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에서 현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자. 

4) 운동요법 수행에 장애가 되는 관절 및 심폐질환이 없는 

자. 

5) 신체적 망상이나 식이장애가 없는 자. 

6)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 및 응답할 수 

있는 자.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식생활습관 및 운동습관에 대해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임상적 특성으로는 진단명,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기간, 치료 중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 용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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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가보고식 설문지 및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가 투약 중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 및 용량에 

대한 정보는 중재 전과 후로 두 번에 걸쳐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1) 식생활습관 

 

 식생활습관은 김화영 등(2003)이 개발 및 타당도를 검증한 

간이 식생활 진단표(MDA;Mini-Dietary Assessmen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간이 식생활 진단표는 일반인 식사의 질을 간단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3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3,5 점으로 각각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 총점은 50 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가,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가,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가 등이 있다. 이 설문지는 

개발 당시에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중생부터 

노인까지 국내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대상자에게 사용되어 온 

바 있다(김선효, 2011; 김승현 et al., 2012; Kim et al., 2012; JiEun Lee 

&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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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습관 

 

 운동습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를 한국어 버전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를 시행하고 번역하여 원문 개발자에게 인증을 받은 

‘한국어판 단문형 국제신체활동설문(IPAQ)’으로 

측정하였다(오지연, 양윤준, 김병성, & 강재헌, 2007; Sjøstrom, 

Ekelund, Poortvliet, Hurting-Wennlof, & Yngve, 2000). 이 도구는 지난 

7 일간의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시간단위로 작성하도록 질문하고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IPAQ 점수 환산법에 

따라 격렬한 신체활동, 중간정도 신체활동, 걷기 시간을 각각의 

MET(Metabolic Equivalent Task) level로 곱하여 나온 각각의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였다(Committee, 2005). 

- 격렬한 신체활동량/week  

  = 8.0 METs*minutes of activity/day*days per week 

- 중간정도 신체활동량/week 

  = 4.0 METs*minutes of activity/day*days per week 

- 걷기 활동량/week 

  = 3.3 METs*minutes of activity/day*days per week 

이 도구는 한국어 버전에서 15 ~ 69 세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1 주일 간격을 둔 조사-재조사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타당도는 ActicalR 을 기준으로 한 

준거타당도 및 설문지를 통해 계산된 활동량을 ActicalR 의 

측정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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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Spearman Rho 0.542, Kappa 값 0.471 으로 신뢰할 

수준이었으며, 타당도는 Spearman Rho 0.267 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오지연 et al., 2007). 

 

2) 신체계측 

 

대상자의 체중과 체지방률은 동일한 체성분분석기(Omron 

HBF-514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장은 동일한 신장계를 

이용하여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0.1cm)까지 측정하였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할 때는 2 분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안정을 

취한 후 동일한 자동혈압계(모델명:Omron HEM-7131)로 

측정하였다. 측정 2시간 이전부터는 금식하도록 설명하였다.  

BMI 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측정된 

키와 체중을 토대로 계산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구하였다. 

복부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0.1cm)까지 측정하였다. 신체계측 시에는 두꺼운 옷은 

탈의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측정하여 오차를 줄였으며,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한 명씩 개별적으로 

간호사실에 들어와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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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 

 

 대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WHOQOL-BREF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WHOQOL 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삶의 질 도구로써, 

다양한 문화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15 개 국가에서 

협력하여 만들어졌다(WHO, 1998). 이후 WHOQOL 이 

100 문항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단축형인 WHOQOL-BREF 가 

개발되었다. WHOQOL-BREF 는 전체 2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등 4 가지 영역에 속하는 24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묻는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5 점 Likert 척도로써, 1 점 

‘전혀 아니다’부터 5 점 ‘매우 많이 그렇다’까지로 나뉘어져 있다. 

3 문항(3, 4, 26 번)은 역코딩해야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도구는 여러 진단의 

정신질환자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 온 바 

있다(Akvardar et al., 2006; Su, Ng, Yang, & Lin, 2014). 

 한국에서는 민성길 외(2000)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고 한국판으로 개발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결과 

타당성이 적절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 

측정결과는 검사-재검사 결과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01), 

Cronbach’ α 는 0.89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도 

0.93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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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삶의 질 측정도구 중 청소년과 초기성인기의 

연령대(AYA: Adolescent and Young Adult)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모두 적용이 가능한 도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WHOQOL 은 

개발 당시 특정한 나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WHO, 

1998), 방글라데시 연구에서 본 도구의 청소년 사용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점(Izutsu et al., 2005), 국내외의 고등학생 및 

후기청소년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온 점(문윤정 & 오진주, 2013; 

박연우 & 김경희, 2015; 박진경, 전호문, 민제호, & 나순복, 2014; 

Al-Fayez & Ohaeri, 2011; Izutsu et al., 2005)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4.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Eli 

Lilly 사에서 개발 및 배포한 웰니스 프로그램 책자의 교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영양성분 자료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제공하는 식사구성안의 활용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하여, 초기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한 식이 

및 운동교육, 운동, 행동수정요법이 포함된 4 주 간의 복합적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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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회기(시간) 회기별 세부내용 교육도구 

개별 교육 

1회기 

(60분) 

1. 나는 비만일까?  

 - 건강체중 및 정상범위 알기 

 - 각 비만지표에 대해 알기 

2.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걸까? 

 1) 식품구성탑 

 2) 식품군과 식품군별 1회 섭취량 

알기  

 3) 하루에 몇 회 먹어야하는지 알기 

 4) 음식별 칼로리와 건강간식 알기 

PPT,  

프린트물. 

개별 교육 

2회기 

(60분) 

 5) 영양성분표 읽기 

 6)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 식생활 습관 개선시키는 방법 

 -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요령 

 -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 태도 

 - 저열량 간식/식품을 고르는 TIP 

3.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살이 

안찔까? 

 - 운동이란? 

 - 건강/체중감량을 위해 필요한 

운동량 

 -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 

PPT, 

프린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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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장애물들 

 - 운동 시 체중과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 운동 선택 시 중요한 사항 

 - 걷기운동 

 - 동기 유지하기 

 - 일상생활 속에 운동 접목하기 

 - 일상활동 / 운동 별 칼로리 소비량 

4. 식사일지 및 운동일지 사용방법 

알기 

5. 목표설정 및 다짐장 작성 

집단 운동 

1~8회기 

(주 2회/ 

1회기 

60분) 

- 시작 스트레칭 (5분) 

- 비디오 보면서 유산소운동 (35분) 

 (영상: 숀리&유리 – You can do it!) 

- 뮤직비디오 보며 줄 없이 줄넘기 

(15분) 

- 마무리 스트레칭 (5분) 

PPT, 

동영상. 

회기 밖 

활동 

- 매 주 2회(집단 운동프로그램 전), 

식사일지 및 운동일지에 대한 

검사(도장) 및 개별 피드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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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교육은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이틀동안 개별적으로 

2 회기 각 60 분씩 시행하였으며, 식이교육과 운동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식이교육으로는 식품구성탑, 식품군과 식품군별 1 회 

섭취량 및 권장량과 칼로리, 영양성분표 읽기를 교육하였다. 

식사는 천천히 하며, 인스턴트 음료나 간식섭취 대신 물과 과일 

등의 자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운동교육으로는 본인의 키에 대한 건강체중과 각 

비만지표의 정상범위를 알아보고, 각 운동이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량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평소에 좌식생활을 줄여 일상활동을 늘리도록 교육하였다. 매 

교육시에는 당일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제공하였다. 

 

2) 운동 

 

 운동은 집단운동과 개별운동으로 나뉘어 시행하였다. 

집단운동은 총 4주 동안 주2회 회당 1시간씩 진행되어 총 

8회기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운동 프로그램실에서 이루어졌으며 

5분 준비운동(스트레칭) - 50분 유산소 운동 - 5분 마무리 

운동(스트레칭)으로 구성되었다(안의숙, 2001). 유산소 운동은 

비디오를 보며 노래에 맞춰 유산소 운동 따라하기, 최신 

뮤직비디오 틀고 줄 없이 줄넘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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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시작하였고, open group으로 운영하여 새로 

입원한 환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의 집단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원하는 경우 집단운동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30대 이상의 

환자가 집단운동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신체활동 

강도와 목적 상, 동시간에 진행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였다. 따라서,  집단운동 진행 시 집단운동에 

참여한 총 인원수는 회당 평균 10명이었으며, 이 중 

연구참여자는 회당 2인 이상이었다. 

개별운동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운동일지에 운동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 매일 

기입하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시에 참가자 

전원에게 만보계를 제공하였으며, 스스로 만보계의 숫자를 보고 

걷기 또는 줄 없이 줄넘기 등을 통해 매일 만보를 채우도록 

격려하였다.  

 

3) 목표설정 및 다짐장 작성 

 

 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마치기 전, 행동수정요법의 수반성 

계약(contingency contract)의 일환으로 ‘다짐장’을 작성하였다. 

다짐장에는 프로그램을 통한 본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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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다짐하는 짧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4) 식사일지 및 운동일지 

 

일지를 쓰는 것은 행동수정요법의 자기조절기법(self-

monitering)의 일환으로 체중감소를 목표로 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널리 쓰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왔다(Burke, Wang, & Sevick, 

2011). 식사일지는 매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할 때마다 먹은 

종류와 양을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며, 운동일지는 매일 만보계에 

적힌 걸음수와 기타 운동량을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다. 

식사일지와 운동일지는 대상자의 자기조절을 돕기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강제성은 없었으며 매주 2 회 연구자가 검사 및 사인 후 

칭찬 또는 격려로 강화를 제공하였다. 

 

5) 정적 강화물 

 

행동수정요법의 강화기법(reinforcement)으로 정적 강화물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 신체계측과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실험군에서 체중을 가장 많이 줄인 상위 2 명에게 

보상물로 1 등은 ‘스마트 워치’, 2 등은 ‘스마트 체중계’, 3 등은 

‘스마트 밴드’을 지급하였다. 체중유지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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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원 상당의 보상물(물병)을 제공하였다. 보상물에 대한 

언급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험군 모두에게 공지하였다. 

 

5.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B 시에 소재한 정신과의원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의 입원병동과 낮병동 및 

외래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IRB 심사를 거친 후 환자의 

주치의에게 협조를 구한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장소가 의원급이기 때문에 자체적 IRB 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IRB 에서 IRB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며, 이에 대해 병원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대상자 및 대상자의 주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2인 모두에게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과 실험처치는 2017 년 4 월부터 2017 년 9 월까지 

실시하였으며, 43 명의 대상자에게 접촉하였으나, 1 명은 연구 

참여를 거절하였다. 초기 모집된 42 명의 대상자 중 실험군에서 

5 명 중 4 명은 조기퇴원, 1 명은 연구 도중 포기요청을 하여 

탈락하였고, 대조군에서는 2 명이 개인스케쥴로 인하여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탈락하게 되어 최종 35 명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Figure 3).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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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rticipant flow dia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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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실험군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시작 당일에 소변을 본 직후 체중, 체지방률, 신장, 

복부둘레를 측정하였으며, 신체계측 후 프로그램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체계측과 설문지 작성에는 총 10-20 분이 

소요되었다. 

 대조군은 동의서 작성 후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값을 측정하였다. 추후 프로그램이 끝난 뒤 프로그램 책자를 

제공하고, 원할 시 책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두 군 모두 체성분 측정 2 시간 이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설명하였다. 이미 음식물이나 물을 먹고 온 경우에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진료를 보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2) 사후조사 

 

 실험군은 프로그램 회기의 마지막 날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사전측정 4 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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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식생활습관 및 운동습관)과 임상적 특성(진단명,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기간, 치료 중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 

및 용량 등)은 각각의 분류에 따라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체계측 

및 삶의 질 수준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x2-test 와 Fisher’s exact 

test, indi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신체계측치 및 삶의 질에 대한 가설 검증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각 변수의 전후변화량(사후값-사전값)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사전 체중과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치료기간 

값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공변량으로 포함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으로 확인하였다 

4)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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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CITI KOREA 의 

Biomedical Reseach(basic course) 교육 및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basic)을 이수하였으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 

심의를 마친 후 진행되었다(IRB No.1703/003-002). 연구 자료의 

수집 전에 해당기관 간호부와 주치의에게 연구내용을 설명 후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는 대상자와 

대상자의 주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연구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원할 때는 불이익 없이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한 사전고지를 한 후 서면화된 동의서를 대상자와 

대상자의 주보호자 에게서 각각 받았다.  

 모든 실험 참가자(실험군 및 대조군)에게는 사후 신체계측 

및 설문완료 후 소정의 상품(5000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연구가 끝난 후 프로그램 책자 제공 

및 원하는 경우 책자에 대한 교육을 60분 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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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기간, 사용 

약물의 종류 및 용량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약물의 용량에 

대해서는 chlorpromazine 등가용량으로 계산하였다(Gardner, 

Murphy, O'Donnell, Centorrino, & Baldessarini, 2010). 실험 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은 Table4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치료형태(Clinical state)를 제외한 변수에서 두 군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all p’s 

> .05)(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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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Item Exp(n = 17) 
n(%) or Mean 
± SD 

Con(n = 18) 
n(%) or Mean 
± SD 

Χ2 / t 
 

p 

Gender*  
Male 
Female 

 
8(47.1) 
9(52.9) 

 
4(22.2) 
14(77.8) 

2.394 .164 

Age 
  < 18 
  ≥ 18 

19.12±3.22 
7 
10 

20.17±3.81 
6 
12 

-.878 .387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17.6) 
11(64.7) 
3(17.6) 

 
3(16.7) 
10(55.6) 
5(27.8) 

.620 .891 
 

Marital state 
 unmarried 
 married 

 
17(100.0) 
0(0.0) 

 
18(100.0) 
0(0.0) 

  

Clinical state* 
 Inpatient 
 Daycare 
 Outpatient 

 
6(35.3) 
11(64.7) 
0(0) 

 
2(11.1) 
4(22.2) 
12(66.7) 

17.252 
 
 

 
.001 
.001 
.001 

Diagnosis*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Mood Disorder with 
Psychotic Feature 

 
9(52.9)  
 
8(47.1)  

 
11(61.1)  
 
7(38.9) 

.238 .738 

Duration 24.29±22.35 28.67±21.58 -.589 .560 
Medication dose 495.99±317.61 527.24±423.85 -.241 .811 
Routes of 
administration* 
 IM injection + P.O 
 PO only 

 
 

5(29.4) 
12(70.6) 

 
 
5(27.8) 
13((72.2) 

.011 .604 

SBP 115.10±12.10 111.94±9.90 .853 .400 
DBP 76.20±9.20 75.90±7.30 .102 .919 
Pulse 91.40±12.80 89.0±13.60 .539 .594 

Duration= Duration of atypical antipsychotic treatment, Medication dose= 
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 *: Χ2-test,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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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결과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몸무게, BMI, 삶의 질, 체지방률, 

복부둘레에 대한 사전 측정값은 아래의 Table 5 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결과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몸무게와 BMI, 복부둘레의 사전 

측정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all p’s < .05),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Table 5). 본 연구에서는 

ANCOVA 를 이용하여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통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행한 Levene의 검정에 따른 결과, GROUP간의 

등분산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ll p’s > .05).  

 

Table 5. Outcome measures at baseline 

Variable Exp(n = 17) 
Mean ± SD 

Con(n = 18) 
Mean ± SD 

t / z 
 

p 

Hight,cm 164.8 ± 7.9 165.4 ± 7.5 -.218 .829 

BMI,kg/m2 30.6 ± 6.5 25.3 ± 5.9 2.502 .018 

Weight,kg 83.4 ± 20.4 68.9 ± 15.0 2.406 .022 

Body Fat,% 37.9 ± 10.1 32.1 ± 13.5 1.424 .164 

Waist Circum 
ference,cm 

102.9 ± 14.0 87.9 ± 15.0 3.037 .005 

WHO-QOL-
BREF score 

74.4 ± 17.8 77.8 ± 18.6 -.56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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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al 20.6 ± 4.7 22.3 ± 4.7 -1.070 .292 

 -Psychological 15.2 ± 5.9 17.0 ± 5.3 -.992 .328 

 -Social 
Relationship 

9.1 ± 2.3 8.8 ± 3.0 .312 .757 

 -Environment 24.1 ± 5.7 23.7 ± 6.4 .221 .827 

IPAQ 1213.2 ± 1252.8 975.6 ± 1346.7 .530 .600 

MDA 31.7 ± 7.9 30.9 ± 7.6 .287 .776 

BMI = body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ure, WHO-QOL-BREF =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if version version; IPAQ =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MDA = Mini-Dietary Assessment. 

 

3. 가설검정 

 

1) 가설 1.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BMI 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BMI 평균은 사전 측정값에 비해, 사후에 

0.18kg/m2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0.60kg/m2 증가하였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BMI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BMI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5.520, p = .026). 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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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중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체중 평균은 사전 측정값에 비해, 사후에 0.27kg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1.66kg 증가하였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체중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체중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248, p = .048). 따라서 가설 2 은 

지지되었다(Table 6) 

 

3) 가설 3.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지방률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체지방률률 평균은 사전 측정값에 비해, 사후에 

0.37%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0.88% 증가하였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체지방률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체지방률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7.729, p = .009). 따라서 가설 3 은 

지지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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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 4.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복부둘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의 복부둘레 평균은 사전 측정값에 비해, 사후에 

0.71cm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1.26cm 증가하였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의 

복부둘레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의 복부둘레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4.757, p = .037). 따라서 가설 4 는 

지지되었다(Table 6). 

 

6) 가설 5.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삶의 

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에서 삶의 질 점수 평균은 사전 측정값에 비해, 

사후에 3.59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0.16 점 감소하였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삶의 

질 점수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체중, 나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기간을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삶의 질 변화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314, p = .579). 따라서 가설 5 는 

기각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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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Priori, A-Posteriori and difference outcome measurement 
and ANCOVA result. 
Variable Group Pre 

n(%) 
or 
Mean 
± SD 

Post 
n(%) or 
Mean  
± SD 

Diff 
n(%) or 
Mean  
± SD 

F-
value
a 

p-
valuea 

BMI 
(kg/m2) 

Exp 30.6 ± 
6.5 

30.4 ± 
6.3 

-0.2 ± 0.8 5.520 .026 

Cont 25.3 ± 
5.9 

25.9 ± 
5.9 

0.6 ± 0.7 

Weight 
(kg) 

Exp 83.4 ± 
20.4 

83.1 ± 
19.5 

-0.2 ± 2.0 4.248 
 

.048 

Cont 68.9 ± 
15.0 

70.6 ± 
15.2 

1.7 ± 2.1 

Body Fat(%) Exp 37.9 ± 
10.1 

37.5 ± 
10.1 

-0.4 ± 1.3 7.729 .009 

Cont 32.1 ± 
13.5 

33.0 ± 
12.5 

0.9 ± 2.0 

Waist 
Circum-
ference (cm) 

Exp 102.9 
± 14.0 

102.2 ± 
14.2 

-0.7 ± 2.7 4.757 .037 

Cont 87.9 ± 
15.0 

89.2 ± 
15.6 

1.2 ± 2.6 

Weight gain 
over 5% b 

Exp  0 (0) 0 (0)  .104 

Cont  4 (22.2) 4 (22.2) 

WHO-QOL 
BREF score 

Exp 74.4 ± 
17.8 

77.9 ± 
18.0 

3.6 ± 8.3 .314 .579 

Cont 77.8 ± 
18.6 

77.7 ± 
18.3 

-0.17±9.1 

-Physical Exp 20.6 ± 
4.7 

21.6 ± 
5.2 

1.0 ± 3.5 .438 .513 

Cont 22.3 ± 
4.7 

22.1 ± 
5.3 

-0.2 ± 3.5 

-Psycholo-
gical 

Exp 15.2 ± 
5.9 

16.9 ± 
5.7 

1.7 ± 3.0 1.076 .308 

Cont 17.0 ± 
5.3 

16.2 ± 
4.9 

-0.3 ± 2.8 

-Social 
Relationship 

Exp 9.1 ± 
2.3 

8.9 ± 1.9 -0.1 ± 2.5 .197 .660 

Cont 8.8 ± 
3.0 

8.8 ± 2.6 0.1 ± 2.3 

-Environ- 
ment 

Exp 24.1 ± 
5.7 

24.9 ± 
6.5 

0.8 ± 3.5 <.00
1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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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 23.7 ± 
6.4 

24.3 ± 
6.1 

0.6 ± 3.3 

IPAQ Exp 1213.2  
± 
1252.8 

2292.0 
± 993.2 

1131.1  
± 972.0 

3.319 .079 

Cont 975.6 
± 
1346.7 

1669.4  
± 
2382.8 

693.8  
± 1746.8 

MDA Exp 31.7 ± 
7.9 

33.5 ± 
6.0 

1.9 ± 7.2 .631 .433 

Cont 30.9 ± 
7.6 

31.5 ± 
4.6 

0.1 ± 4.9 

Diff = difference from baseline (A posteriori– A preori);  
a =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as used. Data are adjusted for 
weight, age and duration of atypical antipsychotic medic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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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1.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설계를 

사용하여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대상자의 추체외로 

증후군 부작용을 줄이고 음성증상에도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체중증가를 예방하여 투약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 저하를 

막으며, 장기적으로 환자의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BMI 의 변화량(사후 BMI-사전 BMI)과 

체중의 변화량(사후체중-사전체중)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초기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생활습관 

개선 중재 연구가 있었는데, Álvarez-Jiménez et al. (2006) 의 

연구에서는 61 명의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3 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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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실험군의 BMI 및 

체중의 증가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고 하였다. 또 

Curtis 등(2016) 의 연구에서는 14 세에서 25 세에 해당하는 

28 명의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12 주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의 체중과 복부둘레의 

증가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게 증가했다고 하여서 두 

연구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초기 정신질환자 11 명을 대상으로 2 년 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 연구도 있었다. 비록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단일군 실험이나 비교적 장기간의 중재였음에도 실험대상자에서 

0.9kg 의 체중만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기간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Ward et al., 

2016). 

특히 본 연구가 청소년기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를 

예방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은 성인기 환자에서보다도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Guo and 

Chumlea (1999)는 13, 18 세의 BMI 가 35±5 세의 BMI 를 잘 

예측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18 세에 연령대비 60%를 초과하는 

BMI 인 경우, 35±5 세에서 과체중일 확률이 34~37%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BMI 가 성인기의 BMI 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다른 코호트 연구에서는 BMI 

75%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BMI 25-50%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비하여 성인이 되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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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발병할 위험도가 3.1-8.5 배까지 증가한다고 하여, 

청소년기의 체중관리가 성인기 다양한 신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rinivasan, Bao, 

Wattigney, & Berenson, 1996). 이는 비단 일반 청소년 뿐만 

아니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로 인하여 체중증가에 더더욱 

취약한 청소년기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체중과 BMI 등의 

신체계측치 증가 예방이 성인기의 비만 및 그로 인한 만성 

신체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체지방률의 변화량(사후 체지방률-

사전 체지방률)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생활습관 개선 및 유사 

프로그램에서 체지방률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 개선 및 유사 

프로그램에서는 그 결과가 다소 상이하였다. Beebe et al. (2005)가 

성인 조현병 환자 10 명을 대상으로 16 주의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체지방률이 3.7%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성인 

조현병 환자  50 명을 대상으로 6 개월동안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체지방률이 0.7%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Wu, 

Wang, Bai, Huang, & Lee, 2007). 한편 유사한 연구대상인 비만 

청소년에서 12 주 간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에서 체지방률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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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종식, 2010).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복부둘레의 변화량(사후 복부둘레-

사전 복부둘레)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청소년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선행연구 중 

단기(12 주)와 장기(2 년)의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 두 연구를 

살펴보면, 단기연구에서는 실험군의 복부둘레가 덜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장기연구에서는 0.7cm 의 복부둘레 감소가 관찰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Curtis et al., 

2016; Ward et al., 2016).  

정신질환자 중에는 대사증후군과 깊은 연관이 있는 

복부비만을 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정신질환자 45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3%가 복부비만이었다고 

한다(Gardner et al., 2015). 그리고 그 시발점은 정신질환의 

초기부터이다. 한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은지 평균 8 개월이 된 초기 정신질환자의 40% 이상에서 

복부둘레의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하였다(J. Curtis et al., 2011). 

복부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될 만큼 주요한 

지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본 연구의 중재가 복부둘레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대상자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에 

본 중재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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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초기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은 실험군에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 다소 증가하고 

대조군에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두 군 간 전후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정신질환자에게 시행한 10 주 간의 운동중재의 

결과에서 삶의 질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Firth et al., 2016). 

한편, 권준수 등(2006)의 연구에서는 성인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12 주 간 체중조절 프로그램 시행 

시에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보고되었다. 이 연구와 본 연구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초기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10 세 이상 많다는 점, 

중재 기간이 본 연구보다 길었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한 코크란 리뷰에서는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중재가 

실험군의 삶의 질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여(Marshall & Rathbone, 2006), 본 연구에서 삶의 질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중재의 기간이 4 주였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는 폭 넓은 

영역의 변수를 향상시키기에는 다소 짧았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본 중재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는데에 기여한 

몇 가지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었으며, 실험군에서 조기퇴원 

이외에 본인의 의지로 탈락한 참여자는 1명 뿐이었다. 이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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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서 체중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만 15 세에서 만 25 세인 

비교적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고,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은 하루동안 60 분의 활발한 운동을 해야한다고 권고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운동프로그램보다 시간당 활동량이 더 

많고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제공하였다(서정완, 2009; Services, 

2008). 기존의 운동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연령의 구분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년의 대상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대상자들이 참여하기에는 

활동량이 부족한 수준일 수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한 

부분이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4 주라는 짧은 중재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체계측치에 유의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대상자가 쉽게 지루해 할 수 있는 

운동에서는 최신 댄스가요 뮤직비디오를 적극 활용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신청곡을 받는 노력을 하였는데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여서 이 또한 대상자들의 참여 격려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진행시에 흥미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서정완 (2009)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한 구성으로 

행동수정요법을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한 식사 및 운동일지를 

연구자가 주 2 회 확인하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동기를 

유지하는데에 도움이 되어서 탈락율을 줄이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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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SAMHSA 에서 중증정신질환자(SMI)를 대상으로 하는 체중조절 

중재에서 식사 및 운동일지를 작성하고 연구자가 확인하면 

중재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Bartels & Desilets, 2012). 

 

2.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만성 정신질환자 또는 발병기간이나 나이에 대한 고려없이 

생활습관 개선 또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5 세에서 만 25 세, 발병기간 만 5 년 이하의 

대상자로 국한하여 대상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체중증가 

부작용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1 차예방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체중증가가 일어나기 전이거나 체중증가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로인한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교육하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실제 생활습관 개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국내 만성 정신질환자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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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해 기대수명이 

15 년 이상 감소한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한다면(Hennekens et al., 

2005; Nam et al., 2006; Wahlbeck et al., 2011) 본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질환자의 장기적인 간호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중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중재는 향후 간호실무에서도 유용한 

중재방안의 하나로 시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발병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초기 정신질환자’ 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연구가 국내에는 없었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이 신체계측치의 증가를 예방하는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통계적, 

임상적으로 신체계측치 및 체중의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추후에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변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선행연구로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를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만큼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방문하는 모든 초기정신질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후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신과 조기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서,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 모집에 있어 대학병원급 

이하의 소규모 병원에서 다수의 초기 정신질환자를 짧은 기간 

안에 모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 대상자 모집 환경에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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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치료환경이나 사전 체중 등이 동질하지 못하게 되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한계로 작용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시 및 경기도 B 시 

소재의 두 의원에서만 모집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상자 간의 정보교류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다른 병동에서 모집하게 되면서 

실험군에는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가 포함된 반면, 대조군에는 

주로 외래환자가 다수 포함되었다(12 명/18 명).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 외래환자 각각에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체중증가 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항정신병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체중조절 중재연구 중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효과가 특별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래환자에서는 

그 연구결과가 비교적 덜 명확하다고 한다(Allison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에 외래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래환자 단독 그룹에서의 중재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사전 체중의 유의한 

차이는 두 군에 속한 대상자들의 치료 환경의 차이와 일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BMI 나 복부둘레 등 관련변수들의 

사전값이 비동질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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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병원에서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 외래환자의 비율을 

동일하게 모집하여 두 군간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입퇴원기간을 고려하여 

4 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체중변화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입원병동부터 

낮병동까지 대상자의 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어지는 

연속적인 중재로 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재 기간을 

늘인다면 보다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처방 용량을 4 주동안 동일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질병의 

초기인만큼 비교적 잦은 약물 처방 변경이 있어왔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변량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만약 

후속 연구에서 연구기간동안 동일한 약물용량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순수한 중재만의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4 주 단기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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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신체계측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구이며 경기도 B 시 소재의 1 개 의원과 

서울시 소재의 1 개 의원에 내원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 년 4 월 21 일부터 2017 년 

9 월 22 일까지였다. 실험군 17 명에게는 체중증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대조군 

18 명에게는 일반적 간호중재가 제공되었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각 60 분씩 교육 2 회기와 운동 8 회기, 총 10 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은 식이교육 및 운동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운동은 전후 5 분씩 10 분의 스트레칭과 50 분의 유산소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에서는 신체계측(BMI, 체중, 체지방률, 

복부둘레)과 삶의 질에 대한 내용 등을 수집하였으며,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3.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동질성 



 - 61 - 

검증을 위해서 x2-test 와 Fisher’s exact test, indi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고, 연구 가설 검증은 공분산분석(ANCOVA)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가설 1 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BMI 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BMI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더 적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 = 5.520, p = .026). 

2) 연구 가설 2 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중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체중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더 적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 = 4.248, p = .048). 

3) 연구 가설 3 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체지방률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체지방률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더 적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 = 7.729, p = .009). 

4) 연구 가설 4 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 복부둘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복부둘레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더 적은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F = 4.757, p = .037). 

5) 연구 가설 5 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의 삶의 질의 전후 변화량(사후값-사전값)은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두 군의 변화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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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F = .314, p 

= .579). 

 

결론적으로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초기 정신질환자들의 급격한 체중증가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BMI, 복부둘레, 체지방률 등 비만과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계측치의 증가를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임상에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치료 중인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 정신질환자의 체중증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더 많은 표본수로 진행하는 대구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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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또는 단기 

프로그램 후 장기 추적 관찰조사 연구에 대해 제언한다. 

3)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중재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조기개입 및 조기중재가 강조되는 

현재의 정신과적 치료 방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향후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근거있는 조기개입 및 조기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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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early psychosis who 

are treated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Choi Hyer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ypical antipsychotic drugs are known to have positive effect through 

long-term treatment and are a common drug choice for mental illness. 

However, they present many side effects, including weight gain, metabolic 

and cardiovascular disease, reduced life span over 15 years, and worsened 

prognosis by reduced drug compliance. Those who are of younger age or 

have a shorter period of use of atypical antipsychotics tend to gain weight 

much faster. Therefore,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better long-term prognosis for early psychosis. So, this study off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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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method for early psychosis and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 

 In the study, a quasi-experiment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for 

early psychosis in patients aged 15 to 25 years with a period of onset less 

than 5 years in order to measure anthropometry and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two clinics located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B city. Experiment group participants were collected from 

ward and daycare patients in a Gyeonggi-do B city clinic, and control group 

participants were collected from ward, daycare, and outpatients in a Seoul 

city clinic and outpatients in a Gyeonggi-do B city clinic. All subject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fter listening to 

its explanation. The final subjects included in the analysis numbered 35, 

with 17 in the experiment group and 18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 group (N = 17) participated in a 4-week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that included 2 sessions of personal education 

and 8 sessions of group exercise for a total of 60 minutes per session. The 

control group (N = 18) was not offered the intervention. A pre-study was 

conducted on both groups with a structured survey and anthropometry, 

followed by a post-study 4 weeks later.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IBM SPSS Statistics 23.0, using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x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d ANCOVA. The significance level of all 

statistics was set to p < .05.  

  After the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for early psychosis, the 

changes (Priori - Posteriori) in anthropometry (BMI (p = .026), weight (p 

= .048), body fat percentage (p = .009), waist circumference (p =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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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experiment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In 

other words, the intervention was effective for preventing increases in 

anthropometry due to early psychosi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etween the groups (p = .579). 

 The goal of primary prevention, the significance of which was presented 

in this study, is to prevent increasing anthropometry and to educate patients 

on good lifestyle habits in early psychosis, with the aim of preventing 

decreased life span and continued drug compliance in the long-term. This 

intervention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nursing service field since the 

intervention can be applied immediately to early psychosis as initial 

treatment both in the hospital and in the local community.  

 
 

Keywords: early psychosis, atypical antipsychotics, weight gain, quality 

of life, lifestyle modificatio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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