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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청소년의 비만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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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besity Intervention Programs in Adolescents: Focused on Endothelium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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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obesity intervention programs, and its effects on endothelium function in adolescents.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investig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2009-2018. Using databases inside and outside of Korea to search for ‘adolescent’, ‘obese adolescent’, ‘exercise’, ‘program’, or ‘intervention’, and ‘endothelium function’, a total of 14 literature have been selected for 6 domestic research and 8 international research, excluding overlapping, case studies, literature reviews, and unrelated studies. Results: Interventions for enhancing endothelium function were exercise program, diet, vitamin D3 treatment, and Orlistat intake relative to international research, and combined exercise
and purple sweet potato intake, in most domestic research. Dependent variables included FMD, RHI, NMD, EPCs, and EMPs, for measuring endothelium function in international research, and PWV, FMD and RHI, in domestic research.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pplication of obese intervention programs, may improve endothelium function in adolescen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that would enhance endothelium function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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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2]. 2016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

서 론

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2.8%이며, 그 중 12-18세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8%로 성장기를 거치며 유병률이 점차 증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95백분위

가하고 있다[3]. 또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1]. 현대사회는 기술 발달로 인해 TV시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0.9%, 2016년

게임, 쇼핑, 정보교환 등 실내중심의 편리한 생활의 비중이 증가하

12.8%, 2017년 13.9%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고 신체활동은 점점 부족해지게 되었으며, 패스트푸드, 고지방식이

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4].

등과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잦은 외식, 과식 등으로 인해 비만이

비만은 성인과 청소년에서 세포생리학적 차이가 있는데, 성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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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경· 유해영

만은 지방세포수는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세포크기가 커진다. 그러

이다. 비만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대상자로서의 비만 청소년

나 청소년 비만은 신체의 급성장으로 인한 지방 세포수의 증가와

도 증가하므로 간호사의 측면에서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을 확대하

호르몬 작용에 의해 세포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중재방법, 개발 및 적용

80% 이상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5].

효과 등에 대한 관련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혈관내피는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고 혈액공급을 원활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난 10년 동

하여 조직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공한다[6]. 혈관 내피세포에

안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중에 혈관내피 기능을 평가한 청

서 생산되는 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대표적인 혈관 항상성

소년의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의 유형 및 주제, 연구 설계, 연구

유지 인자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이완을 유도하여 혈관을 확장시

도구, 종속변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효과를 정리해 보고자

키고 다양한 염증성 인자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박테

하며, 궁극적으로 치료적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리아 감염 등에 의해 면역반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면역

제공하는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세포의 이동 및 접착을 유도하여 감염된 박테리아의 제거를 돕는
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만청소년은 동일 연령대의 정상체중 청

2. 연구목적

소년에 비해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고 혈관내피 기능이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감소되어 있었다[8]. 일반적으로 혈관내피 기능장애는 심혈관계 질

중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만 중재 프로그램이 혈관내피

환의 위험요인으로 동맥경화증의 초기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9].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해 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구체적인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조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자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동맥의 기능을 저하시
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10]. 동맥경화성 혈관 변화
를 살펴보면 큰 동맥보다는 미세혈관인 소동맥에서부터 구조적 변
화가 초래되고, 미세혈관의 순환저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을
야기하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11]. 즉, 미세
혈관의 혈류 감소는 혈중지질 이상, 고혈압, 인슐린 비 의존성 당뇨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 관련
특성을 파악 한다.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비만 중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중재의 특성을 파악한다.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결과 변수
와 혈관내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병, 관상동맥질환 등 대사성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켜 성인
기 이후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12,13]. 이에 따라

연구방법

청소년 비만의 분포와 비만의 위험요인 규명 등 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얻어진 연구 결과를
기초로 비만 청소년들 대상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
되고 있다[14].
지금까지 연구된 청소년을 위한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트레드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비만 중재 프로그램이 혈
관내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을 검색하고 분
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에어로빅, 배드민턴, 줄넘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바벨운동, 덤벨운
동, 스쿼트 등의 저항성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15,16], 영양교육, 행

2. 자료수집

동수정요법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된 연구들도 있었다[17,18]. 적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Cumulative

용된 중재의 적용기간과 횟수,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달랐으며 이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CINAHL), Google

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혈관내피 기능을 평가하는 내

Scholar, Cochrane Library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

피세포 의존성 혈관확장능(Flow-Mediated Dilatation, FMD), 맥파 전

보원(www.riss.kr),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n Medical database,

파속도(Pulse Wave Velocity, PWV),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Common

KMbase), 코리아메드(KoreaMed, KM),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

Carotid Artery Intima-Media Thickness, CCA IMT) 및 혈액지표의 결

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한국학술정보(Ko-

과가 연구마다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2,16,21,25]. 또한 선행

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학술데이터베이스서

논문들은 물리치료학, 스포츠학, 운동재활학, 체육학, 체육교육학

비스(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를 이용하였

등 에서 연구된 논문들이었으며, 간호학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

으며,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관련 문헌을 추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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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직하고 분석,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찰된 내용을 요

중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 및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

약하여 제시하였다.

근 10년 동안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외논
문 8편, 국내논문 6편으로 총 14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분석 대상

연구 결과

이 된 문헌 선택의 모든 과정은 연구자 2명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을 검토한 후 충
분한 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문을 선정하였다.

1. 논문의 일반적 특성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비만 청소년의 비만 중재 프로그

검색 시 키워드는 ‘adolescent’, ‘obese adolescent’로 설정하고 ‘exer-

램 시행 후 혈관내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

cise’, ‘program’, 또는 ‘intervention’, ‘endothelium function’, ‘endothelium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외논문 8편, 국내논문 6편으로 총 14편이었다.

dysfunction’를 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연구 유형에 따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였을 때 국외

에는 추가적으로 ‘비만 청소년’과 ‘운동 프로그램,‘중재 프로그램’, ‘혈

논문은 모두 학술지 논문 8편(100.0%)이었고, 국내논문은 학술지논

관내피 기능’ ‘혈관내피 기능장애’등을 한글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문 3편(50.0%), 석사학위논문 2편(33.3%), 박사학위논문 1편(16.7%) 이
었다. 연구 설계는 국외논문의 경우 실험설계가 6편(62.5%)이었고
세부적으로는 교차설계 1편, 사전사후 설계 3편이었고, 무작위대조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우선 최종 선정된 자료를 계속 읽으면서 구조화된

군실험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1편이었다. 그 외 3편

분석 틀에 따라 분류하여 요약되었다. 분석 틀에는 저자, 출판연도,

(37.5%)은 유사실험설계로 모두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

대상자 특성, 연구 설계와 프로그램 특징, 연구기간, 측정변수, 비만

었다. 국내논문은 6편 모두 유사실험설계 중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연구 결과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 내용을 바

사후 설계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국외논문의 경우 일반청소년이

탕으로 점차 연구 주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 정리, 요약

2편(25.0%), 비만청소년이 6편(75.0%)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1편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계속적으로 그 결과를 주제별로 재조

(12.5%), 남학생·여학생 7편(87.5%)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나이는

Screening

Identification

10-19세 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수는 13명-445명까지 다양했고, 445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 Domestic research (n = 130)
- International research (n = 75)

Eligibility

구 수행기간은 5년 동안 시행한 연구가 가장 길었고, 연구 기간이
가장 짧은 연구는 2일로 실험설계 중 교차실험 연구가 이에 해당되
었다. 국내논문의 경우 모두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편(83.3%), 여학생 1편(16.7%)이었으며 나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 Domestic research (n = 93)
- International research (n = 70)

이는 13세-15세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
수는 20명-28명이었으며, 연구 수행 기간은 12주-16주였다.

Records screened
- Domestic research (n = 93)
- International research (n = 70)

Included

명을 대상으로 연구는 학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였다. 연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 Domestic research (n = 16)
- International research (n = 37)

Studies included in review
- Domestic research (n = 6)
- International research (n = 8)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www.bionursingjournal.or.kr

Records excluded
- Domestic research (n = 77)
- International research (n = 33)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
- Domestic research (n = 10)
- International research (n = 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viewed Studies
Variables

Categories

Classification of
studies

Journal
Doctoral degree
Master’s degree
Experimental design
RCT
Quasi experiments design
Adolescent
Obese adolescent
Boy
Girl
Boy · Girl

Design of studies

Participants of
studies
Gender of
Participants

International

Domestic

n

%

n

%

8
0
0
4
1
3
2
6
1
0
7

100.0
50.0
12.5
37.5
25.0
75.0
12.5
87.5

3
2
1
0
6
0
0
6
5
1
-

50.0
33.3
16.7
100.0
100.0
83.3
16.7
-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https://doi.org/10.7586/jkbns.2019.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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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Intervention Program in The Reviewed Studies
Intervention
Exercise Program
Diet Program & Exercise Program
Vitamin D3 Treatment
Intake purple sweet potato & Exercise Program

International

tion, NMD)을 측정한 논문 2편이었으며 그 외 혈관내피 항상성과

Domestic

관련된 내피 전구 세포(FMD progenitor cells, EPCs)와 내피 기능 조

n

%

n

%

절제인 내피 미립자(Endothelial microparticles, EMPs) 1편, 고밀도 지

3
4
1
0

37.5
50.0
12.5
-

5
0
0
1

83.3
16.7

방단백질 콜레스테롤 매개 질소산화물 합성효소(HDL-Induced
eNOS Activation)와 콜레스테롤 효용량(Cholesterol Efflux Capacity,
CEC) 1편, 인슐린 민감성과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조절하는 adropin
1편 이었다. 혈액 검사로는 대부분 글루코즈, 인슐린 저항성, 혈중 지

2.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방법

혈관내피 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한 중재 방법은 국외논문에서는

질농도,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등을 측정하였다
(Table 3).

운동 중재 프로그램 3편(37.5%), 식이요법 · 운동중재 병행 4편

한편, 국내논문에서는 혈관내피 기능을 정하기 위해 PWV를 종

(50.0%)으로 이 중 2편은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으며, 1

속변수로 측정한 논문이 4편, FMD 2편, 혈관반응성 충혈 지수(Re-

편은 식욕 억제제 복용을 병행하였다. 그 외에 Vitamin D3 복용 1편

active Hyperemia Index, RHI) 2편, CCA IMT 2편, NO 2편, 혈관탄성

(12.5%)이 있었다(Table 2). 운동중재 프로그램은 트레드밀을 이용한

(Vascular compliance, VC) 1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혈액 검사로는 인

중재 1편, 그룹저항운동을 이용한 중재 1편이었으며, 그 외에는 에어

슐린 저항성, 혈중지질, 체성분, CRP 등이 측정되었다(Table 4).

로빅 댄스, 조깅과 같은 신체활동과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
츠로 구성된 운동 중재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식이요법을 적용한

4. 연구결과 분석

논문은 총 4편이었으며, 하루 섭취 칼로리를 300-500kcal 감소시키

비만 중재 프로그램이 혈관내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거나 총 섭취량을 1500-1800칼로리로 제한하는 저칼로리식이를 섭

위한 국외논문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운동중재로만 구성된

취하는 방법이었다. 식욕억제제 복용은 10주 동안 식욕억제제를 식

비만 중재 프로그램은 FMD와 adropine, RHI를 증가시키고, 혈액 검

사 후 3번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Vitamin D3 복용은 100,000 IU 의

사 시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혈중

Vitamin D3를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번씩 복용하도록 하였다.

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Cr), 총

국내논문에서는 운동 중재 프로그램이 5편(83.3%)으로 대부분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운동중재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으며, 1편(16.7%)은 운동중재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glucose, fasting insulin, 인슐린

와 자색고구마 섭취를 병행하는 방법이었다(Table 2). 운동 중재 프

저항성(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

로그램의 적용기간은 주 3회 2편, 주 5회 3편, 주 4회 1편 이었으며, 적

IR)를 낮추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용기간은 12주가 4편이었고, 6주 1편, 가장 길게 적용한 16주가 1편

cholesterol, HDL-C)를 증가하였다. 한편, 식이요법과 운동중재를 병

이었다. 운동프로그램은 대부분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

행한 프로그램에서는 NMD을 이용하여 혈관내피 기능을 평가하였

로 시행되었고, 본 운동의 유형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으로 풋살, 배

을 때, 혈관 항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혈장표

드민턴, 야구, 축구, 트레드밀, 줄넘기 등이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지인자인 혈장 렙틴(plasma leptin), 골수세포형과산화효소(Myelo-

저항운동을 병행한 논문이 1편으로 30분 동안 트레드밀 적용 후 30

peroxidase), 조직플라스미노겐활성제(tissue plasminogen activatitor)

분동안 저항운동을 시행하였다. 자색고구마 섭취를 병행한 방법으

가 감소되었으나, 손상된 평활근은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로는 자색고구마를 일정 크기로 잘라 열 건조 후, 말려 분쇄하여 환

[16]. 한편, Bruyndonckx[15]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과 운동중재

으로 제조한 자색고구마 환을 1-2주는 식전 3회 2g 씩 총 6g를 섭취,

프로그램을 병행하였을 때 RHI가 증가하였으며, 5개월 후 EPCs가

3-12주는 3g씩, 9g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증가하고 10개월 후 EMPs는 감소시켜 혈관내피 기능을 개선하였다
[15]. 식욕억제제와 식이요법, 운동중재를 병행한 프로그램에서는 식

3. 종속변수의 특성

욕억제제만 복용 했을 때 체중과 체지방 감소만을 일으켰던 것과는

비만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종속변수를 분석한 결과, 국외논문

달리, FMD가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혈관내

에서는 혈관내피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FMD를 결과 변수로 측정

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식욕억제제 복용 보다는 운

한 논문 4편, 혈관반응성 충혈 지수(Reactive Hyperemia Index, RHI)

동 및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Vitamin D3 복

를 측정한 논문 3편, 질산염 매개 확장(Nitroglycerin-mediated dilata-

용은 결과적으로 혈관내피 기능을 개선 할 수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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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Boy

Zhang H
(2017) [23]

Exp

Quasi-exp

Exp

RCT

Quasi-exp

Intervention

G1: Exp (n = 232)
G2: Con (n = 154)
G3: High level group (n = 59)

G1: Exp (n = 45)
G2: Con (n = 20)

G1: Exp (n = 8)
G2: Con (n = 8)

G1: vitamin D3 100,000IU Tx
(n = 19)

12w

10m

16w

10w

2d*2d

Duration
of
program

12w

G1: 60min Physical Exercise(treadmill test) -daily at school/ 5h 5y
per week
G2: 45min Physical Exercise(treadmill test) -daily at school/ 2h
per week
G3: weekly up to 20 hours training

G1: priority to jogging, sports, including badminton, table
tennis, aerobics and cycling1
G2: usual care

G1: dietary restriction (1500–1800 kcal/day)+physical activity: 10m
sports activitiespsychological support
G2: usual care

G1: 100,000 IU vitamin D3 orally once a month for 3 months

Day 1: G1: treadmill 60 min
G2: exercise X
Day 2: G1,G2: fasting FMD→high fat breakfast→FMD→high fat
lunch→FMD
G1: diet alone (n = 20)
G1: nutritional education, hypocaloric diet
G2: diet+orlistat (n = 21)
G2, G3: diet+orlistat therapy: three times a day with meals.
G3: diet+orlistat +exercise (n = 23) G3: Diet+Orlistat+exercise: resistance training, twice a week,
each session lasting 70 min
G1: Exp (n = 17)
G1: hypocaloric diet + physical activity program
G2: Con (n = 19)
G2: usual care
G1: Diet+exercise (n = 33)
G1: dietary restriction+physical activity(cycling or running)
G2: usual care (n = 28)
+resistance training.)+ psychological support
G2: usual care

G1: Exp (n = 13)
G2: Con (n = 13)

Study groups (n)

FMD↑
NMD↑
LDL-Chole↓TG↓,
Insulie↓,HOMA-IR↓
FMD (-)
NMD (-)
RHI↑
EPCs↑
EMPs↓

FMD↑

Results

FMD (-)
PTH↓
Calcium(-)
Fasting lipids (-)
Glucose (-)
Insulin (-)
CRP(-)
HDL-mediated eNOS
phosphorylation (+)
Reverese cholesterol
efflux (+)
Adropin↑
RHI↑
ALT↓, TC↓ LDL-C↓
HDL-C↑
Glucose↓, fasting
insulin↓,HOMA-IR↓
RHI
RHI↑
Cholesterol, LDL↓,
Blood cholesterol
Questionnaire-quality of TG↓
life
quality of life ↑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family history

FMD
NMD
Insulin
Glucose levels
FMD
NMD
RHI
EPCs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MPs (endothelial micro
particles)
FMD
PTH
Calcium
Fasting lipids
Glucose
Insulin
CRP
HDL-mediated eNOS
Phosphorylation
Reverese
Cholesterolefflux
Adropin
RHI
Blood Lipid Levels

FMD

Measurement/
Variable

↓ = Decreased; ↑ = Increased; + = And; (-) = No correlation; (+) = Correlation;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B.W = Body weight; BUN = Blood urea nitrogen; Con = Control; Cr = Creatinine; CRP = C-reactive protein;
d = Day; EMPs = Endothelial micro particles; EPCs =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xp = Experiment; FMD = Flow-mediated dilatation; G1 = Group1; G2 = Group2; G3 = Group3;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mediated eNOS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mediated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HOMA-IR =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m = Month; NMD = Nitroglycerin mediated dilatation; PTH = Parathyroid hormone; PWV = Pulse wave velocity; Quasi-exp = Quasi-experiments; RHI = Reactive hyperemia index; TG = Triglycerides;
Tx = Treatment; w = Week; y = Year

10–17 Boy+girl

15 Boy+girl

Wesnigk J
(2016) [22]

Mueller UM
(2017) [24]

13–18 Boy+girl

Javed A
(2016) [21]

12–18 Boy+girl

15.09 ± 1.32 Boy+girl Quasi-exp

Montero D
(2014) [16]
Bruyndonckx L
(2015) [15]

Exp

11–18 Boy

Yu CC (2013) [20]

Exp

Study
design

12.6–14.3 Boy

Age Gender

Sedgwick MJ
(2013) [19]

First Author (Year)
[Reference]

Table 3. Description of Included Studies and Results in Intern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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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oy

13-14 Boy Quasi-exp

15.16Quasi-exp
15.18 Boy

13-14 Girl Quasi-exp

Lee YJ
(2011) [26]

Park SH
(2012) [27]

Kim HK·
(2012) [28]

Son WM
(2014) [29]

G1: 4times a week, 60 min for 1 time, Aerobic exercise: treadmill + Resistance exercise:

G1: 5 days a week, 40minutes a day, round trip, football, basketball, nabacone running,
stretching
G2: Control Group:Maintenance of a lifestyle

G1: 5times a week every day, on Saturday doing it once every two weeks, Exercise time
G2: Maintenance of a lifestyle

G1: (For First 1 Month) 1Km Running + walking + Foot-sal, Badminton, basket-ball,
Stretching +breathing (For First 2-3Month) 3Km Running + walking + Foot-sal, Badminton,
basket-ball, Stretching + breathing
G2: Maintenance of a lifestyle
G1: 60~90min/once , 3 days a week, 3km running, walking, Foot-sal, Badminton, basketball,
Stretching
G2: Maintenance of a lifestyle

Intervention

G1: Eating sweet potatoes, G1: 5 times a week, exercise(60min)+Eating purple sweet potatoes(1 day for 1~2 weeks, 3
a mixed exercise group times before meals (morning, lunch, dinner), For each 2g, a total of 6g, eating a)
(n = 7)
G2: 5 times a week, exercise(60min)
G2: exercise group (n = 7) G3: Eating purple sweet potatoes (1 day for 1~2 weeks, 3 times before meals (morning,
G3: Eating sweet potatoes lunch, dinner), For each 2g, a total of 6g, eating) +(1day for 3-12 weeks, 3 times before meals
group (n = 7)
(morning, lunch, dinner), for each 3 g, a total of 9g, eating them)
G4: Control group (n = 7) G4: Maintenance of a lifestyle

G1: Exp (n = 10)
G2: Con (n = 10)

G1: Exp
(n = 11)
G2: Con
(n = 10)

G1: Exp (n = 11)
G2: Con (n = 10)

G1: Exp (n = 10)
G2: Con (n = 10)

G1: Exp (n = 10)
G2: Con (n = 10)

Study groups

Results

IMT (-)
PWV(-)
FMD↑
insulin resistance (-)
IMT↓
FMD↑
Blood lipid(-)
Insulin resistance (-)
RHI↑
AIx(+)
PWV(-)
HDL-C↑, TC, LDLC,TG, Glucose(-)
CRP (-)
VO₂max↑
6w RHI
RHI↑
PWV
PWV↑
HDL-C↑, TC,LDL-C,
Blood lipid
Blood sugar
TG(-)
Glucose(-)
VO₂max
VO₂max↑
16w NOx
NOx, VC↑
VC
Plasma ET-1↓
TC,LDL-C, TG↓,
Plasma ET-1
HDL-C↑
Blood lipid
Insulin resistance Insulin resistance↓
PWV↓
12w PWV
NO↑
NO
Blood lipid
TC,TG,
HDLC,
LDL-C(-)

12w IMT
PWV
FMD
Blood lipid
12w IMT
FMD
Blood lipid
Insulin resistance
12w RHI
AIx
PWV
Blood lipid
CRP
VO₂max

Duration
Measurement/
of
Variable
program

↓ = Decreased; ↑ = Increased; + = And; (-) = No correlation; (+) = Correlation; AIx = Aorticaugmentation index; CRP = C-reactive protein; Exp = Experiment; FMD = Flow-mediated dilatation; G1 = Group1; G2 = Group2;
G3 = Group3; G4 = Group4;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IMT = Intima-media thickness;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Ox = Nitrogen oxides; Plasma ET-1 = Plasma endothelin-1;
PWV = Pulse wave velocity; RHI = Reactive hyperemia index;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s; VC = Vascular compliance; VO₂max = Maximal oxygen uptake; w = Week		

Quasi-exp

13-14 Boy Quasi-exp

Yoon ES
(2010) [25]

Study
design

13.8-13.8 Quasi-exp
Boy

Age
Gender

Chon SG
(2009) [12]

First Author (Year)
[Reference]

Table 4. Description of Included Studies and Results in Domest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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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세 혈관

생의 비만 유병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윤성하 등[30]의

기능 지표인 최대 맥 증폭지수는 실험군에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며, 즉 혈관내피 기능의 저하가 여학생보다

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있었으며, FMD가 증가하였

남학생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 또한, 실험군에서 운동 중재 후 심폐 체력 지표 중 최대산소섭취

비만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운동중재 3편, 식이요법· 운

량, 운동부하검사 지속시간, 운동 시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되었고,

동중재 병행 4편, Vitamin D3 복용 1편이 있었으며, 식이요법· 운동

혈액 검사시 HDL-C는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혈중지질, 염증지표,

중재 프로그램 중 식욕억제제 복용을 병행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

인슐린 저항성은 각 중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총경동맥

다. 반면 국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운동중재로만 이루어진 연구 5

내중막 두께와 동맥 경직도, 경동맥-대퇴동맥 전파속도는 실험군

편, 자색고구만환 복용과 운동중재 병행한 논문이 1편으로 국외의

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색고구마환 섭취

연구들이 국내보다 다양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운동요법을 병행한 논문에서는 혈중지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또한 국내의 경우 식이요법이 포함된 논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국

으나 체지방률 감소, 근력증가,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산화

외논문의 경우 대상자를 센터나 주거형식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질소, 혈관탄성은 실험군에서 개선되었다(Table 4).

적용한 반면 국내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거나 연구자가 모집하여
단편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식이요법을 적용하기 어

논 의

려웠으리라 생각된다. Montero 등[16]의 연구에서는 저칼로리 식단
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4개월 시행한 후 체중은 감소하였지만 혈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관내피기능 측정 지표인 FMD와 MND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만 중재 프로그램이 혈관내피

결과는 Wesnigk[22]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통합해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9년부터

Wesnigk[22]의 연구에서는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신체활동

2018년까지 발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

을 프로그램을 10개월 간 적용하였으며 혈관내피세포 기능을 평가

하고 혈관내피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논문은 국외논문 8

하는 고밀도 지방단백질 콜레스테롤 매개 질소산화물 합성효소

편, 국내논문 6편으로 총 14편이었다. 논문의 대상자를 보면 국외논

(HDL-Induced eNOS Activation)와 콜레스테롤 효용량(Reverse cho-

문의 경우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2편의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1편

lesterol efflux)을 측정 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혈관내피기

은 실험설계 중 교차설계 연구로, 일반 남자 청소년들에게 고지방

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의 기간을 더 길

식이를 섭취하도록 한 후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혈관내피 기능에

거나 강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Javed [21]의 연구

미치는 효과를 보는 연구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고지방식이를

에서는 25-hydroxy vitamin D [25(OH)D]이 75 nmol/L 미만의 비만한

섭취하는 남자청소년의 FMD를 감소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였

청소년에게 100,000 IU 를 3개월동안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도록 하

다[19]. 또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논문은 학교기반 프로

였으며, 연구결과 Vitamin D3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지

젝트로 시행된 운동 중재 프로그램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신체

만 혈관내피 기능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50nmol/L

운동이 일반 청소년의 혈관내피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나타

이하의 25(OH)D 수준의 인구가 최소 97.5%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

냈다[24]. 두 논문을 통해 비만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운동

하여 볼 때[21], 비타민 D와 같은 하나의 영양소 보충만으로는 혈관

중재 프로그램은 혈관내피기능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내피기능 강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시사하며, 연구의 대상자

알 수 있다. 국외논문은 국내논문과는 달리 학교나 센터를 기반으

수와 중재기간을 더 늘려서 반복연구를 추후에 더 진행할 필요가

로 수행된 연구들이었는데 이는 외국의 비만청소년이 국내의 비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다 유병률이 높고, 식습관이나 생활방식 등이 비만에 노출

한편, 식이요법 · 운동요법과 함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도록 한

되기 쉽기 때문에 혈관내피 기능의 악화를 초래하기 쉬워 지역사회

연구에서 식욕억제제 복용시 식이요법을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 혈

를 기반으로 시행된 연구들이 국내보다 많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내피 기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20]. 또한 분석된 국내논문 6편

[15,24].

에서는 비만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 혈관내피 기능이 향상된 결과

국외논문과 국내논문의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국외논문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2,25-29]. 국내 분석 논문 중 손원목[29]의 논

은 남학생 1편, 남학생·여학생 7편 이었으며 국내논문은 남학생 5

문은 운동요법과 자색고구마환을 복용을 통해 자색고구마환 섭취

편으로 분석논문 14편 중 남학생을 포함한 논문이 13편으로 남학

는 체지방률 감소, 근력증가,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산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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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혈관탄성도가 개선되었으나 혈액검사 상 혈중지질의 개선에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혈중 지질이 식이, 호르몬, 운동 강도,

2) 기존의 연구현황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식이요법을 포함한

운동시간, 운동 빈도, 체지방 정도 및 연령 등의 요인들의 영향을 받

국내 비만 청소년의 혈관내피 기능을 향상 할 수 있는 치료적 간호

으며 생활 습관을 제한하지 못한 점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 차이 때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문이라고 생각된다.

할 것이다.

국내외 비만 중재 프로그램 중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 연구는 국

3)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간호 중재 프로그램

외논문 2편이었는데[15,22], 청소년기의 비만은 열등감, 우울, 부정적

을 통해 혈관내피 기능이 향상된 비만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인 신체상 같은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실제로 성인병 유병률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청소년의 비만 중재 프로그램에 정서적 지지를 포함시켜 신체적 건

가 필요하다.

강과 정신적 건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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