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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ynthesized the results of individual studies that verified the effect of the obesity management program on reducing abdominal

size, conducted a systematic meta-analysis, and then reinterpre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Data collection included only individual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2003 to March 2022, and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a total of K=57 paper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targets.  First, the effect size of the d value, which verifie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each individual study, ranged from

minimum–5.7 to maximum 18.994 with two studies tha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f 8.0 or higher, and there were 2 studies tha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f 8.0 or higher and 7 studies showing small effects of 0.1 or lower. Secondly, the total effect size of abdominal

circumference was 77%(0.77),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magnitude of intermediate effect in confidence interval is a minimum of

68%(0.68) to a maximum of 83%(0.83)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hirdly, with regard to publication bias in the abdominal

circumference, symmetry can be visually confirmed. As the rank correlation test yields the value of p at 0.0597, and thus p is greater

than 0.05, the likelihood of publication bias appears low. As a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obesity program

was effective in reducing abdomin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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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경고하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

니라 각종 심혈관질환과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

였다(Brown & Joseph,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유병

률이 전체 성인 인구의 30~35%에 이르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

하고 있으며, 서구에서 보여지는 고도비만의 정도는 아니지만

중정도 비만이면서 복부비만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Kang, 2016; Kim et al., 2003). 특히 여성의 경우 중년의 나이

가 되면 비만 인구가 남성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지방

의 분포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Oh et al., 2010). 복부비만

은 복부에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고혈당과 저밀도지단백

(LDL)은 높아지고, 고밀도지단백(HDL)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각종 질병 유발 및 사망의 위험이 높아

져 복부비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Jang, 2014; Park,

2000). 한국인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일 때 비만으

로 판정되며(Park et al., 2012), 복부비만은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WHR)로 측정하지만, 최근 허리둘레가 복부내장지방을 판

별하는 지표임이 확인되어 지금은 허리둘레만으로 판정하고

있다(Kang, 2016). 이에 남성은 허리둘레 0.9m, 여성은 0.85m

이상일 때 복부비만으로 판정한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폐경기를 기점으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복부지방의 증가

로 올챙이형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복부둘레 사이즈의 증가 예

방은 매우 중요하다(Lee et al., 2017).

현재까지 비만관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식이, 운동, 행동

수정, 수술, 약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식이와 운동은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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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이지만 대상자의

실천력,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Han et al., 2011; Rhim, 2020). 그에 비해 수술과 약물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이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수술 비용, 수

술의 위험성이 동반되고 요요현상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는 단

점이 보고되었다(Kim & Bang, 2011). 

복부비만 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여성의

코어운동과 아로마 마사지 병행요법의 효과(Hwang, 2018), 위

험음주와 복부비만의 관련성(Kim, 2021), 체외충격파기기와

수기요법의 복부비만 효과(Lee et al., 2017) 등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만 프로그램과 관련된 메타분석의 선행

연구는 아동의 과체중·비만의 성인 대사증후군(Kim, 2016), 소

아청소년 비만 중재(Kim et al., 2020), 비만 난임 여성의 비약

물적 중재(Kim, 2021), 해조류 섭취의 비만관련 효과크기(Jeon,

2020), 비만치료의 이침요법 효과(Park et al., 2020), 지적장애

인의 비만관리 효과(Kim, 2017) 등의 주제로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비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은 주로 체중 및 체

지방감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복부둘레 감소에 효과크

기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비만 프로그램의 효과검

증을 통하여 복부둘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향 후 연구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비만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에 대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및 전체 효과크기를 밝히고자 한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고, 체계

화된 문헌고찰로 활용하여 추후 국내에서의 비만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동일분야의 개별 연구 결과를 통

합하여 총괄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Kim, 2017),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Park & Oh, 2020). 또한 각각의 연구들이 가질 수 있는 결점과

편견 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들이 다른 결론을 나타

내더라도 일부의 결과에만 치중하지 않는 통계적 검증력을 가

지고 있다(Jeon, 2014). 메타분석은 결과 오류의 최소화를 위하

여 분석과정 방법을 주제설정, 특성의 탐구, 검색방법, 선정기

준을 정하여 개별 연구들의 동질성을 확보한다(Choi, 2021). 이

때 분석결과의 효과크기는 출간편의 및 동질성과 이질성 등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Trim-and-Fill 검정을 통해 출간편의의 문제를 해소하고 동질성

은 Q-검정을 통해, 이질성의 여부는 I² 통계량 값을 통해 문제

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2018).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비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힌 연구

중 Heo & Yoo(2017)는 아로마 요법의 비만관련 효과에 대한

연구물 15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간 정도의

전체효과 크기를 밝혔다. 또한 Kim et al.(2020)는 소아·청소년

비만 중재와 관련한 8편을 메타분석하여 비만치료 및 예방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Park et al.(2020)은 이침 요법

의 비만치료 효과성 검증을 위해 8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여 체

중, 체질량지수, HDL, 그렐린의 유의한 감소의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밝힌 메타분석은

몇 편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중 또는 체지방 지수 등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복부둘레 감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성인병과 직결되는 복부비

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동안 발표되었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비만프로그램이 복부둘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밝

히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복부비만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복부비만 프로그램은 비만지수의 감소를 위한 계획적인 방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행하는 행위이다(Yu, 2013). 비

만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수기요법을 적용한 Lim(2013)의 연

구는 30~50대 여성에게 하지 근육 관리를 통한 복부둘레의 감

소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Jung(2015)은 30~50대 성인 여성에게

아유르베다 마사지를 적용하여 비만 개선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기 요법을 적용한 Rhim(2020)은 중

년 여성을 대상으로 복부에 기계적 마사지를 적용함으로써 체

성분, 허리둘레, 복부 지방면적의 감소 효과를 밝혔으며, Jung

& Kim(2016)은 비만 여대생에게 수정 온열요법을 적용하여 신

체 조성과 혈중지질의 감소 효과를 보고하였다. 운동요법을 적

용한 Park(2009)은 20~50대 여성에게 12주간의 복합 트레이닝

을 실시하여 신체구성과 체력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50~60

대 노년기 여성에게 12주간 요부근력강화 복합운동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연구한 Jung(2011)은 근력운동과 교정운동을 통한

체중과 균형능력 차이를 입증하였다.

Lee et al.(2017)는 중년 여성에게 액상형태의 어성초와 삼백

초 추출물을 복용하게 한 후 복부비만과 체중, BMI, 체지방량,

체지방률, 복부둘레, 내장지방면적의 감소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Hyun(2012)은 복부비만 여성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슬리밍 크림 적용군, 슬리밍 크림과 수기마사지 적용군, 슬리

밍 크림과 온열기기 적용군을 나누어 복부지방, 허리둘레, 피

하지방 변화의 감소 효과를 밝혔다. 이와 같이 복부둘레 감소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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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복부둘레 전체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메타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개별 연구들에 대한 복부둘레 감

소에 대한 전체 효과크기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정량화된 메

타분석을 통해 57케이스의 개별 연구들을 비교하고 종합적 결

과를 도출하여 복부둘레 감소를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밝히고자 한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과정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표된 비만 프

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된 논문만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의 수

집은 국회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에서 “비만관리”를 키

워드로 검색을 실시한 후 총 3,862편의 학위논문을 추출하였으

며 결과값이 없는 연구와 정량화가 어려운 연구 등 2962편을

제외한 94편의 논문을 1차 추출하였다. 추출된 94편의 선정기

준은 첫째, 복부둘레 측정값이 존재하는 연구여야 하며,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설계된 연구이며, 셋째,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존재하는 연구이다. 2차 선별된 연구는 선정기준을 토대

로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 연구 61편을 제외한

33편을 선별하였다. 그중 1개의 개별연구에 효과 값이 2개 이

상 존재하는 24케이스를 포함한 연구를 3차 목록으로 작성하

여 최종 57케이스를 메타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 분석은 R을 사용하였다. R은 프로

그래밍 언어인 동시에 오랜 역사를 가진 무료 소프트웨어로 다

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급속도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Lee, 2018). 전체 효과크기는 산출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출간편의는 깔때기 도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57케이스에서 추출한 결과 값은 집

단의 평균차이의 표준화를 위해 Cohen’s d Effect size로 변환하

였다. 산출공식은 Table 2와 같다.

1) 효과크기

효과크기(effect size, ES)는 각기 다른 연구대상의 크기 및 강

도의 정도를 측정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Borenstein et al., 2011). 일반적으로 효과크기 유형은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r값과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를 검증하는 d값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 효과크기와

일관성을 검토한 후 평균효과 크기를 산출하고 그 유의성을 검

토한다(Hwang, 2016).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두 집단 간의 평

균 차이를 검증하는 d값으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검증하

였고, 전체 효과크기를 Forest Plot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개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r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는 Cohen(1992)이 제시한 기준에 따

Table 1. Selection process

Data search

 From January 2003 to January 2022
 Subject to individual studie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besity program

 National Assembly e-Library,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3862 papers searched online for obesity management keywords

Select

 Selection criteria(studies with abdominal circumference measurements, studies designed wi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tudies with mean and standard deviation valeus)
 2962 excluded studies(private research, consideration research, preference study, study with no result value, 

study that is hard to quantify) → 94 studies that passed primary screening

 61 studies that meet the selection criteria → 33 papers excluded from the secondary screening

Select criteria 
review

Studies with more than one abdominal circumference effect value in one individual study → 3rd screening added 
24 cases 

Final select A total of 57 cases of domestic dissertations that applied obesity program for final meta-analysis

Table 2. Calculation formula of Cohen's d value 

Calculation formula of Cohen's d value

Cohen's = SDpooled = 
M1 M1–

SDpooled

-------------------
 X1 X1– 

2

 X2 X2– 
2

n1 n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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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으며, d값인 평균 차이의 효과크기는 .30 이하이면 작은 효과,

.70은 중간효과, .8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해

석한다. r값의 효과 크기는 .20 이하이면 작은 효과, .50은 중간

효과, .80 이상이면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Forest Plot에서의 개별연구의 효과 해석은 사각형과 실선의 길

이를 보고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며, 개별연구 실선의 길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사각형의 크기가 클수록 전체효과 크

기에 미치는 값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 출간편의 분석

출간편의(publication bias)는 연구대상의 표본이 그 연구결과

를 대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과대 추정된 효과 크기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Borenstein et al., 2011). 출간편의 여부

는 시각적 방법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각적 방법(funnel plot)은 표본이 큰 연구는 그래프 상단에 위

치하고 평균 효과 크기 중심으로 나타나며, 표본이 작은 연구

는 그래프 하단에 폭넓게 분포한다. 또한, 깔때기 모양의 정중

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선으로 정중선의 왼쪽은 부정

적인 효과, 오른쪽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좌우 깔

때기 모양이 대칭이면 출간편의가 없는 것으로 판별하며, 비대

칭일 경우 출간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비대칭을 검증

하기 위한 통계적 검사인 Rank Correlation Test는 p<0.05를 기

준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여 출간편의 여부를 판단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최종 선정된 연구물의 특성 및 개별 효과 

복부둘레 감소 효과의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된 최종 개별 연

구 K=57편의 자료 목록은 Table 3과 같다. 각 개별연구의 집단

간 평균차이인 d값은 최소 –5.7에서 최대 18.994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8.0 이상의 큰 효과를 보이는 연구는「3번

(2004)」,「47번(2010)」의 2편의 연구이었으며, 0.1 이하의 작

은 효과를 보이는 연구는「2번(2005)」,「8번(2014)」,「38번

(2011)」,「39번(2011)」,「40번(2016)」,「45번(2012)」,「46

번(2008)」의 7편의 연구이었다. 큰 효과를 나타내는 2편의 연

구 중「3번(2004)」의 연구는 스파테라피를 적용하였으며,「47

번(2010)」의 연구는 블랜딩 된 아로마오일 이용해 스웨디쉬

마사지를 적용하였다. 

작은 효과를 보이는 7편의 연구 중「2번(2005)」의 연구는

아유르베다와 복부 스트레칭의 두 가지 요법을 적용하였고,「8

번(2014)」의 연구는 런닝,「38번(2011)」의 연구는 고주파,

「39번(2011)」의 연구는 경락 마사지를 적용하였다. 또한「40

번(2016)」의 연구는 고주파를 적용하였으며,「45번(2012)」과

「46번(2008)」의 연구는 스톤테라피를 적용하였다. 

상기의 결과에서 보면, 각 개별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온열요법과 병행

요법을 적용한 케이스이었으며, 작은 효과는 대체적으로 단일

요법을 적용한 케이스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

용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적용방법과

적용시간,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결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2. 복부둘레의 전체 효과크기

Table 3. List of materials around the abdomen used for meta-analysis(K = 57)

No Authors Year Sample Program d ES

1 J. J. Y 2016 14 crystal heat 0.677 β

2 K. H. Y 2005 12 stretching+Ayurveda -2.642 α

3 J. S. H 2004 8 full body bath 8.788 γ

4 P. S. M 2010 27 behavior modificatin+meridians+High frequency 0.235 α

5 L. Y. S 2016 32 Laposaage 1.024 γ

6 J. Y. J 2005 10 meridians 1.093 γ

7 A. C. Y-1 2014 12 tai massage+running 1.15 γ

8 A. C. Y-2 2014 12 running -0.379 α

9 P. B. R-1 2011 8 High frequency 4.082 γ

10 P. B. R-2 2011 8 foot bath 3.613 γ

11 P. B. R-3 2011 8 foot bath+High frequency 5.738 γ

12 P. S. H-1 2011 8 abdomen lowor body High frequency+Algae Mask 3.673 γ

13 P. S. H-2 2011 8 Algae Mask 3.065 γ

14 P. S. H-3 2011 8 abdomen lowor body High frequency+massage 1.481 γ

15 P. S. H-4 2011 8 massage+High frequency 2.769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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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o Authors Year Sample Program d ES

16 L. J. H-1 2005 8 ultrasonic wave 0.754 γ

17 L. J. H-2 2005 8 Ultrasonic waves, Electrolysis needle 1.25 γ

18 I. S. H-1 2016 10 far infrared 0.924 γ

19 I. S. H-2 2016 10 Iodine Essence 3.425 γ

20 J. J. R-1 2012 10 swedish 2.52 γ

21 J. J. R-2 2012 10 High frequency 3.229 γ

22 J. J. R-3 2012 10 bandage, swedish 3.562 γ

23 K. S. R-1 2015 5 meridians 7.099 γ

24 K. S. R-2 2015 5 catechin 3.737 γ

25 K. B. K 2010 24 Gihyeolgi, Sauna, Color Therapy 1.413 γ

26 J. H. J 2013 31 1st 500Kcal, behavior fication, Rolling 4.016 γ

27 I. M. H 2013 16 lower extremity muscles 0.822 γ

28 K. Y. A-1 2011 15 nutrition education+Cardiovascular exercise 4.376 γ

29 K. Y. A-2 2011 15 Cardiovascular exercise, Diet, behavior modification+meridians 7.774 γ

30 P. S. I-1 2014 9 stretch, golf swing+swedish, meridians 1.336 γ

31 L. K. J 2016 45 Exercise, Diet, behavior modification+swedish, extracorporeal shock wave 3.669 γ

32 H. J. K-1 2012 8 slimming cream 3.953 γ

33 H. J. K-2 2012 8 massage+slimming cream 1.523 γ

34 H. J. K-3 2012 8 swedish+warm+slimming cream 2.52 γ

35 J. M. R-1 2014 10 hip bath, foot bath+High requency 5.409 γ

36 J. M. R-2 2014 10 meridians 3.755 γ

37 J. M. R-3 2014 20 hip bath, foot bath+meridians, High frequency 0.415 β

38 P. Y. O-1 2011 10 High frequency -2.395 α

39 P. Y. O-2 2011 10 meridians -1.622 α

40 J. S. R 2016 15 High frequency -3.224 α

41 K. H. J-1 2012 6 Cardiovascular 1.789 γ

42 K. H. J-2 2012 6 High frequency 1.702 γ

43 K. H. J-3 2012 6 Cardiovascular exercise+High frequency 4.714 γ

44 C. J. O 2015 9 spinning 6.443 γ

45 K. J. J 2012 6 stone -3.059 α

46 P. J. H 2008 12 stone -5.711 α

47 K. B. J-1 2010 7 swedish+essential oil 18.994 γ

48 K. B. J-2 2010 7 swedish+Scorpalin, paraffin 5.715 γ

49 K. M. H-1 2015 8 essential oil 5.657 γ

50 K. M. H-2 2015 8 warm+essential oil 2.671 γ

51 J. E. Y-1 2016 37 Diet+Chuna 0.722 β

52 J. E. Y-2 2016 36 Diet+swedish 0.29 α

53 H. N. J 2015 11 Exercise+MNIT 3.708 γ

54 H. E. J-1 2018 8 plank 2.215 γ

55 H. E. J-2 2018 8 plank+aroma massage 2.793 γ

56 P. M. H-1 2019 9 low carbohydrate high region 3.02 γ

57 P. M. H-2 2019 8 high carbohydrate low region 0.699 β

.30 Less than(a small effect):α, .70 (Intermediate effect):β, .80 More than(a big effect):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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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 검증을 위한 최종 개별

연구 K=57편의 전체 효과 크기는 .77로 나타났으며, 95%의 신

뢰구간에서 하한선 .68에서 상한선 .83의 효과로 확인되어 중

간 효과를 나타냈다. r값의 효과 크기는 .20 이하이면 작은 효

과, .50 은 중간효과, .80 이상이면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

석하고 있기 때문에 r값 .77은 중간 크기이지만 큰 효과 크기에

가까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효과 및 전체 효과크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Forest Plot은 Fig. 1과 같다.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개별 연구들은 실선의 길이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을수록 효과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

며 실선 사이의 박스의 크기가 클수록 영향력이 큰 연구로 본

다. 따라서 우측으로 치우쳐진 개별 연구들이 복부둘레 감소의

전체 효과크기에 긍정적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복부둘레 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개별 연구는 K.

B. J-1(2010)의 연구로 .99(95% CI: .96, 1.00)의 수치를 보였다.

적용 관리는 제라늄, 사이프러스, 그레이프루트의 3가지 블렌

딩 된 에센셜 오일로 스웨디쉬 마사지를 진행한 후, 파라핀과

온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효과를 보인 J. S.

H(2004)는 전신욕을 적용하여 .97(95% CI: .86, 1.00)의 효과 크

기를 보였으며, K. Y. A-2(2011)는 유산소운동, 영양교육, 행동

수정, 경락마사지의 복합 관리를 적용하여 .97(95% CI: .90,

.99)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그밖에 .90 이상의 효과 크기를

보이는 개별연구는 11편으로 이를 모두 포함한 총 14편의 연구

가 매우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복부둘레의 효과 크기가 가장 낮은 개별 연구는 K. H.

Y(2005)의 연구로 -.77(95% CI: -.93, -.36)의 낮은 수치를 보였

으며, 아유르베다 복부마사지와 복부체조를 적용한 관리방법

을 진행하였다. P. S. M(2010)은 경락, 고주파, 행동수정의 병행

관리를 적용하여 .11(95% CI: -.28, .47)의 수치를 보여 두 번째

로 낮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그밖에 0.2 이하의 낮은 효과를

보이는 연구는 3편으로 이를 포함한 총 5편의 연구가 복부둘레

에 대한 최소 효과를 나타냈다.

상기의 결과는 높은 효과와 낮은 효과의 개별연구 대부분이

2가지 이상의 병행관리를 적용하였으나 복부둘레 감소의 상반

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적용프로그램의 관리방법

에 따른 변수로 인한 결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효과크기가 중간 크기로 나타난 것은 복부

둘레 감소에 효과를 미치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

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아로마요법의 비만관리 효과를 메타분석한 Heo & Yoo(2017)

의 연구에서는 복부둘레의 전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중간 크기에 비해 복부둘레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로마요법의 단일 중재로 적용한 연구물만을

메타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 보다 높은 효과 크기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산후관리의 체형·비만·부종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Jung(2020)의 연구에서도 복부

Fig. 1. Overall effect size for abdominal size studies after obesity management



메타분석을 이용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 411

둘레의 전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종 선정된 개별 연구물 K=7편과 본 연구의 개

별 연구물 K=57편으로 편수에 따른 차이와 산모만을 대상으로

효과가 검증된 연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효과 크기에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메타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에서 동질성 확보 및 동일

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메타 회귀분석이 필요

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3. 출간편의 분석

본 연구의 시각적 분석방법을 통한 개별연구들의 표본 분산

은 Fig. 2와 같다. 깔때기 모양을 중심으로 윗쪽에 모여있는 큰

규모의 연구는 좌·우로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95% 신뢰구간인

정중선의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평균효과는 크

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체적인 표본의 수가 중간지

점과 오른쪽 하단지점에 많게 보여, 중간규모의 연구가 많았음

을 알 수 있다. 출간편의 여부를 객관적 결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통계적 검사인 Rank Correlation Test의 결과, p<0.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이 p=0.0597로 좌우 대칭적이라는 귀무가설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부둘레에 대한 대칭성(symmetry)임

을 확인할 수 있어 출간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은 그 특성상 큰 규모의 연구만 출간될 확률이 높아

부정적 효과의 작은 규모의 몇몇 개별 연구가 누락되어 출간되

지 않은 과대추정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간편의를 제

시할 필요가 있다. Heo & Yoo(2017)의 연구에서도 출간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 또한 Lee & Kang(2018)은 총 32편의 개별연구를 통해 체형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체지방량 감소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분

석 결과 출간편의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 효과가 검증

된 개별 연구의 결과를 메타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결과를 재해

석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2003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표된 개별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크리닝 과정을 통

해 총 K=57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 연구의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별연구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d값의 효과크기는

최소–5.7에서 최대 18.994로, 8.0 이상의 큰 효과를 보이는 연

구는 2편이었으며, 0.1 이하의 작은 효과를 보이는 연구는 7편

이었다. 둘째, 복부둘레의 전체 효과크기는 77%(0.77)로 나타

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최소 68%(0.68)에서 최대 83%(0.83)

사이로 중간 효과의 크기임을 입증하였다. 셋째, 복부둘레의

출간편의는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대칭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Rank Correlation Test의 결과 p값이 .0597로 p<.05 이상이

기 때문에 출간편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비만 프로그램은 복부둘레 감소에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만 프로그램의 복부둘레

감소에 관한 개별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량화하였기 때문

Fig. 2. Precision analysis of abdominal size by Fisher's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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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물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다

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높은 이질성을 보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또한 개별 연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한 복부

둘레 감소의 전체 효과크기 뿐만 아니라 이외에 생리적, 신체

적, 심리적 등과 같은 여러 매개변수에 따라 효과변인의 유형

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추후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개별

연구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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