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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비만이 전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비만인구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Lee, Lee, Kim, Kang, & Yang, 2000). 미국의 경우 19세 

미만의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13.9%에서 2004년

에는 17.1%까지 증가하였으며(Ogden et al., 2006), 우리나라

도 7∼12세 아동의 비만율은 10.9%로 남아가 11.6%, 여아가 

8.0%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비만은 지방세포수가 증가하거나 비대하여 체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하지방 및 기타조직에 지방이 과잉축적된 상태

로, 아동은 성장발달의 특성상 지방세포의 증가와 근골격계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주로 영유아기나 학령기에 체

지방량이 급속히 비만이 증가하여 청소년기가 되면 성인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한다(Ki et al., 1999; Shin, 2005). 아동

비만은 그 특징상 지방세포수가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

인비만으로 지속될 확률은 약 80%라고 하며(Vanltallie, 1998),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Cooperman, Schebendach, & Jacobson, 1991; Lee et al., 

2000). 이러한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자신감 상실, 우울, 부정

적 신체상, 정서적 불안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다(Kim et al., 2000).

아동비만의 발생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생활양식, 식습

관, 운동 및 신체활동,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Lee et al., 2000). 주로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학습되어진 식생활태도가 개인의 식습관으로 나타

나게 된다(Kim, 2004; Rennie, Johnson, & Jebb, 2005). 비만한 

아동의 식습관은 정상 아동의 식습관과 차이를 보이는데, 정

상체중의 아동이 비만 아동보다 더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식습관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4; Sung, 2005). 그러나 학령기는 아직 성인

비만으로 고착되기 이전이며, 학습의 효과가 높은 시기로 식

습관 및 운동습관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면 효과적으

로 비만관리가 이루어는 시기이다(Kim et al., 2000; Shin, 

2005).

비만아동을 위한 중재로는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운동요

법, 아로마요법이나 보완대체요법이 병행되어 이용되고 있다

(Jeon, 2003; Joo, 1998; Kim, 2001; Kim, 2003; Lee, 2003; 

Yon, 2001). 비만 아동을 위한 식이요법은 성인과는 달리 칼

로리 제한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 등 성장에 필요한 영

양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면서 아울러 간식이나 군것질 등

의 식습관을 교정해야 하는데(Shaw & Lawson, 1994; Shin, 

2005), 신호등 식이요법은 주요 식품군의 균형잡힌 영양섭취

를 강조하고 칼로리를 제한하며, 특히 아동에게 이해하기 쉽

도록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고 보고되고 있다(Joo, 1998). 행동수정요법은 자신의 식

습관 및 생활양식을 자각하고 자기감시와 자제력을 통해 바

람직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지속적인 비만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아동비만관리에 효과적인 중재이다(Kim, 2001; 

Shin, 2005). 또한 운동요법은 식이요법을 지지하고 안정시 대

사율을 높이고, 체지방 감소 및 제지방조직을 유지해주므로 

비만관리에 필수적이다(Cole, Waldrop, D'Auria, & Garner, 

2006; Kim, 2003). 그러므로 아동의 비만관리에는 음식섭취량

을 조절하고 운동 및 활동량을 늘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식이

요법과 행동수정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한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Kim, 2003; Kim, Park, & Lee, 2004; Yin, Wu, Liu, & 

Yu, 2005).

특히 아동의 비만은 주로 학령기인 10∼12세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이 시기의 비만관리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Shin, 2005). 특히 학교는 아동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곳이며,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있는 곳임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의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

하고 있다(Kim, 2003).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아동비만 관리

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만에 대한 효과가 상반되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만관리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Ahn, Im, Hong, & Hur, 2007; Jeon, 2003; 

Kim, 2003; Kim & Lee, 2006; Kim, Park, & Lee, 2004; Lee,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에서 아동들이 체계적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이해

하고 실천하여 비만도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식이

요법, 행동수정요법, 운동요법을 포함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아동의 비만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아동의 식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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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아동의 식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아동의 운동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 아동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신체검진 결과 비만으로 판정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의 판정은 한국소아의 발육표준치(Hong, 2003)를 이용하

여 성별, 연령별, 신장별 표준체중에서 120%이상인 경우를 비

만으로 정의한 표준체중법을 적용하였다. 비만으로 판정된 아

동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을 동반하지 않고, 연구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부모

가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처치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1개교는 실험군, 다른 1개교는 대조군으로 배정하

였으며, 실험군 35명 중 3명이 탈락하여 실험군 32명, 대조군 

3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비만도

비만정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을 이

용하였다. BMI는 체중/신장2로 산출되며, 체중은 Kg, 신장은 

m단위를 사용하였다. 체지방률 생체전기저항법을 이용한 체

지방분석기를(Venus 5.5)을 이용하여 신장 및 체중과 체지방

률을 조사하였다.

 식생활 태도

식생활 태도에 대한 도구는 Boren, Dixon & Reed(1983)의 

식생활 태도 도구를 Yon(2001)이 수정ㆍ보완한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상적인 식생활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파악하는 11문항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아

동의 견해를 파악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이 바람

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이었다.

 식습관

식습관 도구는 선행 연구논문(Jeon, 2003; Kim, 1995; Kim, 

2000)의 도구를 아동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예비조사

를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균형 잡힌 식사행위을 파

악하기 위한 4문항과 비만유발 식사행위을 파악하기 위한 1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

점, ‘보통이다’ 3점, ‘아주 가끔이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22～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

만 발생 위험도가 낮은 식습관의 속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운동습관 

운동습관 도구는 선행논문(Jeon, 2003; Kim, 1995; Kim 

2000)의 도구를 아동의 특성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후 예비조

사를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운동습관도구는 11문항으로 각 문

항에 있어서 ‘항상(매일)’ 5점, ‘자주(5∼6일)’ 4점, ‘보통(3∼4

일/주)’ 3점, ‘아주 가끔(1∼2일/주)’ 2점, ‘전혀(0일/주)’ 1점으

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하는 

속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다.

연구 진행 절차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운동요법으로 내용을 구성하

였다.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

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아동간호학 교수 2인, 지역사회 간

호학 교수 2인, 예방의학 교수 1인, 체육학과 교수 1인, 식품

영양학과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각 내용에 대해 내용

의 타당성과 중복, 누락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

여 수정보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3인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2인에게 내용의 타당성 뿐 아니라 

어휘의 난이도와 이해도를 판정하여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문학

과 교수 1인이 프로그램 내용의 문구와 흐름에 대해 검 자문

을 구해 수정한 후 최종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선서식, 비만에 대한 이해, 운동의 

효과, 바른생활습관 기르기, 영양소와 식품군, 나에게 필요한 

열량, 올바른 식단선택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로 19cm, 세로 26cm, 총 38쪽으로 구성된 소책자를 프로그

램 시작부터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활용하였다. 식이요법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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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esity management program: Diet education and behavior modification 

Week/

(min)
Subject Contents

1st week
(40min)

 Swearing-in ceremony
 (introduction)

Orientation of the program and the schedule; self introduction; recognizing obesity and 
planning the target; presenting a  guideline; distribution and guidance of the diary in 
dietary life; educational resources given out and introduction of usage

2nd week
(30min)

 What is the obesity? Understanding obesity; What are the expected advantages and difficulties during obesity 
management? 

3rd week
(30min)

 Benefits of exercise Importance and advantages of the exercise; What are the appropriate exercises for me? 

4th week
(30min)

 Acquiring a desirable habit Get to know what i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abit of the obese and those of normal 
children

5th week
(30min)

 Nutrients and foods The food guide pyramid; a guide to good eating; a sticker game with the food guide 
pyramid

6th week
(30min)

 How much calories is
 needed for me?

Get to know the calories of favorite foods; daily required calories; food calories. 

7th week
(30min)

 Selection of desirable menu Food traffic light diet; get to change the appropriate exchange lists; sticker game for the 
food traffic light diet

8th week
(40min)

 Completion ceremony Total repeating through the quiz; attaining your object or not;  checking the changing 
point of my self; a certificate of achievement and awarding to the recompense

<Table 2> Obesity management program: Exercise 

Sequence
Min(3 times/ week)

Contents
Mon  Wed, Fri 

Warming up 5min 10min Preparatory gymnastics, Stretching

Main exercise 20min 40min Walking, Running, Rope-skipping, Walking rapidly, Hula-hooping, Exercising 
through the game with a volleyball , Tail catching, Bean ball throwing etc

Warming down 5min 10min Warm-down gymnastics

동수정요법은 식품영양학과교수와 간호학과 교수가 진행하였

으며 운동요법의 강의는 체육학과 교수가 교육을 하였고 매

주 1회씩 30분간 8주 동안 이루어졌다<Table 1>.

운동요법 실시는 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운동을 택하고 연령과 체력을 고려하여 운

동량을 점차 증가하였다. 운동은 주 3회씩 체육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유아체육전공 대학원생이 진행하였다. 우선 준비운

동을 실시하고 본 운동으로 줄넘기, 배구공 등을 이용하여 놀

이와 게임형식으로 학생의 개인별 운동량에 맞게 진행한 뒤 

정리운동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1회 소요된 시간은 30∼60분 

내외였다<Table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비만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test와 t-test

로 분석하였다.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분포를 확인하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비만정도, 식습관, 운동습관, 식

생활 태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3명이었다. 대상

자의 학년은 실험군은 6학년 31.3% 5학년 37.4%, 4학년 

31.3%였으며, 대조군은 6학년 36.4%, 5학년 30.3%, 4학년 

33.3%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실험군은 남

아 56.3%, 여아 43.7%, 대조군은 남아 60.6%, 여아 39.4%로 

남아가 다소 많았지만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매우 뚱뚱하다’는 경우가 실험군 37.5%, 대

조군 36.4%로 동질하였다. 비만관리에 대한 관심정도는 실험

군의 경우 ‘매우 관심이 있다’가 46.9%였고, 대조군은 54.6%

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비만관리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키, 몸무게, BMI, 체지방률, 식습관, 운

동습관 식생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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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n=32) Con.(n=33)
χ2 p

N(%) N(%)

Grade 4th 10(31.3) 11(33.3)  .396 .820
5th 12(37.4) 10(30.3) 
6th 10(31.3)  12(36.4) 

Gender Male 18(56.3) 20(60.6)  .127 .722
Female 14(43.7) 13(39.4)

Birth order 1 16(50.0) 23(69.7) 2.626 .105
≧2 16(43.8)  10(21.2) 

Perception Severe obese 12(37.5) 12(36.4)  .009 .924
 about obesity Mild obese 20(62.5) 21(63.6) 
Perception about Obese 18(55.2) 13(39.4) 1.907 .385
 father's weight Normal 11(34.4) 15(45.5) 

Thin  3( 9.4)  5(15.1) 
Perception about Obese  13(40.6)  15(45.4)  .158 .294
 mother's weight Normal 17(53.1) 16(48.5) 

Thin  2( 6.3)  2( 6.1) 
Perception about Obese  7(23.3)  6(21.5)  .042 .979
 brother or sister Normal 15(50.0) 14(50.0) 

Thin  8(26.7)  8(27.6) 
Economic state Upper  2( 6.3)  7(21.2) 3.250 .197
 Middle 24(75.0) 22(66.7)

Lower  6(18.8)  4(12.1) 
Interest in Very much 15(46.9) 18(54.6) 2.984 .225
 obesity control Moderately 16(50.0) 11(33.3) 

No  1( 3.1)  4(12.1) 

<Table 5> Effects of obesity control program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After Difference
t p

M±SD M±SD M±SD

BMI(kg/m2) Exp.(n=32) 25.0± 2.09 24.7± 2.09 - .30± .35 1.961 .025
Con.(n=33) 25.5± 2.87 25.5± 2.81   .01± .61

Fat mass percentage Exp.(n=32) 26.8± 3.55 26.4± 3.83 - .43± .86 1.688 .046
 Con.(n=33) 27.7± 4.85 27.7± 4.76   .01±1.10
Dietary attitudes Exp.(n=32) 90.9±10.74 98.1±11.60 7.2±8.38 3.471 .001
 Con.(n=33) 93.8± 9.37 94.1±10.71  .3±6.67
Dietary habit Exp.(n=32) 82.8±11.32 89.3±12.75 6.5±8.18 2.687 .004
 Con.(n=33) 85.3±14.42 85.7±16.28  .4±9.94
Exercise habit Exp.(n=32) 22.7± 4.79 24.3± 5.12 1.6±4.13 1.424 .077
 Con.(n=33) 23.6± 4.03 23.8± 4.17  .2±3.16

<Table 4> Homogeneity of obesity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p.(n=32) Con.(n=33)
t p

M±SD M±SD

Height(cm) 148.1± 6.71 147.7± 7.75  .262 .796
Weight(kg)  55.2± 7.52  56.1±10.53 - .391 .698
BMI(kg/m2)  25.0± 2.09  25.5± 2.87 - .754 .456
Fat mass percentage  26.8± 3.55  27.7± 4.85 - .855 .399
Dietary attitudes  90.9±10.74  93.8± 9.37 - .771 .220
Dietary habit  82.8±11.32  85.3±14.42 -1.128 .131
Exercise habit  22.7± 4.79  23.6± 4.03 - .695 .246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비만관리 프로그램

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비만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BMI가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3kg/m2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01kg/m2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1.961, p= .025). 체지방률은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보다 .43%감소하였지만, 대조군은 .01% 증가하여 두 군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1.688, p= .046)<Table 5>.

식생활 태도는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7.2점 증가

하였고, 대조군은 .3점 증가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3.471, p= .001). 식습관은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보

다 6.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4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2.687, p= .004). 그러나 운동습관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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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1.6점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2

점 증가하였지만,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5>.

논    의

본 연구 결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비

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BMI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체지방률도 감소하여 비만도 감소에 효과

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도가 10%이상인 4∼6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한 Jeon(2003)의 연구결과나 비만도와 체지방율 

및 체력의 향상을 보인 Lee(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Yin 등

(2005)의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비만지수는 감소하였

으나 체지방률은 변화가 없었던 Kim(2003)의 결과와는 부분

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본 비만프로그램은 대상 초등학교의 

시험기간을 피해서 8주 동안 운영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성

장발달단계에 맞는 칼로리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

한 신호등 식이요법에 대한 교육과 행동수정요법 및 아동의 

개별성에 맞춘 규칙적인 운동이 비만도 감소에 효과적이었음

을 알 수 있었다. Ahn 등(2007)은 2주간 10회기에 걸쳐 하계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복부지방률은 감소하였지만, 체중이나 체지방

량은 감소되지 않아 2주간의 집중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으

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Joo(1998)는 8주간의 체중조절 프로그램으로 비만도가 감소되

었고, Kim과 Lee(2006)의 연구에서도 식이교육, 운동요법, 행

동수정요법에 손경락 마사지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도가 통계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볼 때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8

주 이상 유지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은 실험군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점

수가 증가하여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이 개선되었다. 이는 

Kim(2001)의 연구에서 행동수정요법을 통해 생활습관이 향상

되었다는 연구나 Kim(2003)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Lee(2003)의 연구나 Kim, Park와 Lee(2004)의 9주간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결과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에 변화가 없었던 것

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Joo(1998)는 식호등 식이요법을 적용하

여 아동의 식생활태도와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특

히 빨강색 식품의 섭취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Ahn 등

(2007)은 영양교육이나 퀴즈 참여 등의 내용이 비만아동의 영

양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식습관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아동의 비만관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

활태도와 식습관이 개선되어야 하는데(Kim, 2003), 비만아동

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군것질과 간식량이 많이 있고, 고지

방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

습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Kim et al., 2000; Lee et al., 

2000). 이렇게 비만을 유발하는 식생활태도 및 식습관 개선에 

식이요법 및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관리에 있어 프로그램 초

기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Tanaka et al., 2005), 본 연구에

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체중조절 목표를 세우도록 하여 

비만관리에 대한 동기를 높였던 것도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

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열량섭취는 감소되지만 낮은 강도

의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

만아동에게는 높은 강도의 운동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 더 

적합하다(Kim 2003).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

여, 아동이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운동을 택하고 연령과 체

력에 따라 점차 운동량을 증가하였다. 운동습관은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상승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Kim(2001)의 연구에서도 8주간의 비만관리프로그램의 

후 운동습관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Jeon(2003)의 연구에서는 비만아동의 운동습관이 긍정

적으로 변화되었던 경우나 Kim과 Lee(2006)의 연구에서 8주 

동안의 프로그램 후 운동습관이 향상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비만관리를 위한 운동은 적어도 8주 이상의 꾸준한 

운동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되며 아동의 연령과 체력을 고려

하여 점차 증가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Kim 

& Lee, 2006).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도는 감소되었지만, 운동습관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기말

고사 준비와 방과 후 사교육 등으로 인해 아동이 운동을 실

시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학교에서의 운동습관이 가정

에서까지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비만한 

아동은 대체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TV 시

청시간이 더 많은 특징이 있어(Lee et al., 2000), 가정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중 감소보다는 체지

방이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ogelholm & Harjula, 2000). 그러므로 비만관리의 효과가 지

속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비만관리와 함께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서 충분한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가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의 학부모에게 비만 관리 프로

그램의 참여에 대한 동의는 받았지만, 학부모에게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만관리가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운동이 충

분히 지속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

는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비만관리가 꾸준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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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초등학교 비만아동의 비만도, 식생활 태도, 식습관 및 

운동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G시 소재 2개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 

중 비만도가 120% 이상인 비만아로 실험군 32명, 대조군 33

명으로 총 65명이었으며, 실험군은 8주 동안 식이요법과 행동

수정요법을 일주일에 1회씩 그리고, 운동요법은 일주일에 2회

씩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만프로그램 운영 

후 BMI(t=1.961, p= .025)와 체지방률(t=1.688, p= .046)이 감

소하였고, 식생활태도(t=3.471, p= .001)와 식습관(t=2.687, p= 

.004)이 개선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비만관

리 프로그램은 비만아동의 비만도를 감소시키고, 식생활태도 

및 식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아동의 비만관리에 효과

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비

만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아울러 아동의 비만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학부모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동의 

비만관리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를 평가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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