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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식습관의 서구화,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활동량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비만은 추후 생활습관병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으므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비만예방 ▣
1. 혈당지수(GI)가 높은 음식을 피하자 : 건강한 식단은 설탕, 파스타,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등과 같은 혈당지
수가 높은 음식을 피한 것입니다. 혈당지수(GI)는 특정식품이 혈류 속에서 얼마나 빨리 당으로 분해되는가를
알려주는 척도로써,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식욕을 억제해주면서 체중증가를 막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지수(GI)가 낮은 식품 : 두부, 된장, 청국장, 버섯, 생선, 채소, 지방 제거한 육류 등)
2.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다 :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채소를 많이 먹자 : 채소는 지방질이 거의 없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열량이 낮아, 비만 예방과 치료,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4.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한다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릅니다,

차 대신 걷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컴퓨터와 TV , 스마트폰은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합니다. 1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합니다.

★ 나의 체질량 지수 구하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자신의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체
지방량의 유용한 지표로 비만을 판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에 따른 동반질환 위험도
허리둘레
분류

BMI(kg/m2)

저체중
정상
위험체중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 18.5
18.5~22.9
23~24.9
25~29.9
> 30

※ 출처 : 비만치료지침 대한비만학회, 2009

< 90cm(남)
< 85cm(여)
낮음
보통
증가
중등도
고도

≥ 90cm(남)
≥ 85cm(여)
보통
증가
중등도
고도
매우고도

▣ 약물오남용(흡연)예방 ▣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공을 세우게 됩
니다. 신세계의 발견과 함께 그는 인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신기한 잎’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담배’랍니다. 발견된 이후‘신기한 잎’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담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물질이 되었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담배 없는 환경을 위해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간접 흡연의 폐해 ◆
연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은 반드시 사람을 해칩니다. 가정 내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족의 폐암 발생위험을 2배, 급성 호흡기질환 5.7배 높이며 흡연하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는
아이는 출생 후 5세가 될 때까지 약 102갑의 담배를 피운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자 남편과 사는 아내에서 폐암이 30%, 심장질환이 50%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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