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비만문제에 한 심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요한 이슈

에 하나이다. 미국성인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각각

35.8%와 16.9%에 이르고 있고[1] 국내 비만율 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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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양섭취가 건강 체 에 향을 미치는

지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한 것이다. 참여자는 미국 애팔래치아 산악지역 1,620명의 학생들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5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과 양섭취는 건강 체 에 유의한 향

을 끼쳤으나 화면시청시간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 특징으로 인해 건강한 학생 한 화면 시청에

자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지역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학교시설물의 주말이용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고립과 느린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 을 보완하기 하여 학교의 정기 인 건강 련 세미나 부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만해결을 한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변화를 해서

는 학교 가정의 력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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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y weight and physical activity, screen time, 

and nutrition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mountainous region. The sample consisted 1,620 middle school 

students in West Virginia, the United States. A logistic regression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consump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were associated with healthy weight, while 

screen time was not associated with healthy weight. Regional limitations may cause that students had too much 

exposure to screen time and should be minimized by using school facilities during weekend. In particular, schools 

need to provide regular health seminars and parents education to overcome regional isolation and slow internet speed. 

Therefore, it suggests the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parents may be required in order for students to be 

healthy in mountainou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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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향과운동부족등으로 인해지속 으로증가하

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기의 비만 방이 요한 이유는

이시기의비만은 곧성인시기까지 연속되기때문이다[2].

이런 이유로 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등과같은 지역 국가기

부터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 이르기까지 비만 방 치료를 한 다양한 가이드

라인들을 발표하 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환경 요소들의 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상당한 시간을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생활습 행동에 큰 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이 게 청소년 비만문제에 한 심은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산악지 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보다

평균 25%가량 비만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만 방을 한노력은 매우

요하다[3]. 그동안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과 련된 연

구는 수없이 발표되었지만, 시골지역 특히 산악지 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화면

시청시간(screen time), 그리고 양상태(nutrition)와 같

이 비만과 가장 한 련성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

합 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 안

하지 않은 도로, 충분하지 않은 체육시설물, 그리고 다

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 인 기회 등으로 인해

비만 방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용하기 해

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다[4]. 국내 한 시골지역의 학생감소로인해 정 인

원이상이 있어야만 효과 으로 운 될 수 있는 체육

로그램의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며[5], 이러한 지역의 부

족한 교육 문화체육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서는 학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6].

본 연구가 수행된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팔래치아 산

맥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내의 유일한 주로서 가장 낙

후되어 있는 지역 한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

인 특성은 개인발달과정에 직 으로 향을끼칠 뿐

만 아니라 건강의료 서비스에 한이용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커뮤니티의 특징들을 면 하게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만과

련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 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

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한 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는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

은 미국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화

면시청시간, 그리고 양섭취 상태를 커뮤니티 특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

의 건강을 한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티 특징을 통해 산악지역 학생

들을 한 효과 인 비만 방 로그램 개발에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린 라

이어(Greenbrier)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선정하

다. 이 카운티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며 지역 체가 애팔래치아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

다. 한 농업이 주요산업이며 최근 산업발 에 따라 인

구유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를 해 2

개의 공립학교에 재학 인 총 1,620명의 학생들이 연구

에 참여 하 으며 참여자의 89.5%가 백인이었다. 구체

인 학생정보는다음 Table 1에서 확인할수 있다. 설문지

분석 후보다 신뢰 있는결과를얻기 해 연구에 참여한

1,620명 교사의 추천으로 선발한 5명의학생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Table 1. Participant Information

Sample %

Gender
Boys 833 51.4

Girls 787 48.6

School
East Greenbrier 1196 73.8

West Greenbrier 424 26.2

Race

White 1450 89.5

Black 117 7.2

Asian 15 1

Hispanic 38 2.3

Grade

6th 602 37.2

7th 533 32.9

8th 48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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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료수집

연구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교 체

육 에 매학기 에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시에는 체육

교사의 지도하에 학교 신체활동 양섭취 설문지

(School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Questionnaire)

와 신체활동측정 설문지(3 Day Physical Activity Recall

Survey)를 참여자들에게 배포한 뒤 연구 에 의해 수거

되었다. 한 건강 체 을 확인하기 해 자료수집 당일

키와 몸무게를 체육교사의 통제 하에 측정하 다. 설문

지 신체측정 교사와 본 연구 은 설문지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 으며, 모든 과정은 자발 으

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분석 후 교사 추천을 받은 5명의 참여자들을

상으로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심층면담을 실

시하 다. 설문지 작성을 해 문가 집단인 체육 학

교수 2명 그리고 체육교사 1명과 총 2번의 회의를 통해

최종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면담 본연구의 목 과 익

명성보장에 해 설명하 으며 인터뷰는 각참여자당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참여자의 이름에 해서는 가명

을 사용토록 하 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되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지의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양 상태를 역으로 역에서는 각 요소에 한

경험을 장소(집, 학교, 커뮤니티)에 따라 구분하 으며

소 역으로는 개인, 학부모, 친구가끼치는 향, 지형

특징에 따른 장단 , 학교와 교사의 역할 수 에 한

질문으로 구성하 다.

2.3 연 도

본연구를 해 신체활동설문과 학교 신체활동

양섭취 설문지를 활용하 으며 비만도(BMI)를 측정하

다. 신체활동을 한 설문지는 2003년 Pate, Ross,

Dowda, Trost, & Sirard[7] 이 개발한 것으로 총 30개의

신체활동을 4개의 다른 강도(intensity)로 기록할 수있으

며 정확한 측정을 해 오 7시부터 밤11시까지 30분단

로 분리하여 총 32번의 신체활동을 기록하 다. 구체

으로 참여자들은 각 30분 단 로 자신이 행한 주요 신

체활동을 주어진 30개의 선택지 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신체활동의 강도를 실시하 다. 강도는 총 4개로

분류하 으며, 휴식강도(rest), 강도(light), 강도

(moderate), 고강도(vigorous)로 분류하 다.

신체활동 측정 설문지를통해 본 연구는 강도 고

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을 신체활동 요소로 선택하 으며, 이를 해 일반 활동

(lifestyle activity), 에어로빅 활동(aerobic activity), 에어

로빅 스포츠(aerobic sport), 근육 운동(muscular

activity), 그리고 유연성 운동(flexibility activity) 일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에 최소한 강도 이상으

로 소비한 총 시간을 포함하 다. 강도 고강도신체

활동을 신체활동 요소로 선택한 이유는 최근 신체활동

강조를 해 제시되고 있는 문 기 들의 가이드라인

모두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필수 으로 제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8]. 마찬가지로 이 설문지를 통해 화면시청

시간(screen time)을 좌식 활동(sedentary behaviors)으

로 정의하 으며, 이는 화면시청시간이 좌식활동을 표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9]. 따라서 컴퓨터 게임과 텔

비 에 소비한 총 시간을 연구에 포함하 다.

양 상태를 한 설문지는 2003년 Hoelscher, Day,

Kelder, & Ward[10] 에 의해 개발된 School- Based

Nutrition Monitoring (SBNM) 설문지를 활용하 으며,

양 상태와 련된 5개의 문항을이용하 다. 학교 신체

활동 양상태 설문지를 통해 양상태(nutrition)는

하루에 총 섭취한 야채 과일로 정의하 으며, 이는 야

채와 과일섭취량은 청소년들의 반 인 양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로운 요소이기 때문이다[11]. 마

지막으로 건강 체 을 측정하기 해 키와 몸무게를 측

정하 으며 미국 질병 방통제센터(CDC)[12]가 제시한

건강 체 분류표를 활용하여, 비만도가 5%에서 85%사

이에 있는 그룹을 건강 체 그룹으로 정의하 다.

2.4 료 분

자료를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심층면담

분석을 이용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 은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통해 특정 상이 발생할 가능

성을 측정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성별, 학년, 강도 고강도신체활동,

화면시청 시간, 과일 야채섭취)와 종속변수(건강 체

)사이에 통계학 으로 유의한 계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 사용되었다. 만약 건강 체 에 속하면 이

를 1로 코드화하 으며, 건강 체 에 속하지 않으면 0으

로 코드화하 다. 모든 데이터는 SAS 로그램 9.4버

을 통해 분석하 다.

한 면담을 통해 기록된 노트와 녹음 일은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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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연구자들에 의해 모두 사되었으며 질 분석

방법 에 하나인 연속 비교법에 의해 부호화(coding)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면담 상자의 사화된 자료는 한

국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 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아는 학원이상 학력자에게 확인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는 면담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 다음

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 다. 첫째, 면담 상자들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해 나이, 성별, 학교를 고려하여

고르게 선정하 다. 둘째, 연구자의 주 해석을 배제

하기 해 체육교육 공인 교수 2명과 체육교사 1명과

의 회의를 통해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 다.

3. 연 결과  논

3.1 참여  특징 

참여자는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린 라이어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총 1,62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아래의 Table 2에서볼 수 있는 것처럼 평균연령은 13.08

살이었으며, 키와 몸무게 그리고 비만도에서 남녀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건강 체 비율은 약

57%인 반면에 남학생은 51%로서 6%의 차이를 보 다.

3.2 비만에 향  끼치는 

본 연구에서는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 화면시청시간, 양상태가 건강 체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합도는 X2값이 3.84로 p<.05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 으로 신체활동(OR=

1.06, 95% CI= 1-1.12, p= .04)과 양상태(OR= 1.06,

95% CI= 1-1.25, p= .046)에서 건강 체 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구체 으로 참여

자들이 신체활동을 30분 증가시킬 때마다건강체 의 가

능성은 6%씩 높아지며, 야채 혹은 과일섭취를 1회 증가

시킬 때마다 건강체 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6%씩 높

아진다.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신체활동과 양상태의

변수와는 달리 성별, 학년, 화면시청시간은 건강 체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양 상태와 건강 체 과의

계가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생태학 망으로

볼 때 커뮤니티는 문화 그리고 사회 으로 개인의 삶

에 향을 미친다. 사회 생태학 모델(Social Ecological

Model)에 따르면커뮤니티는 개인의 행동에 향을 끼치

는 주요요소이며 개인과 가족의 요소들을 하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하는 커뮤니티의 문화 , 사

회 , 그리고 지역 특징들은 개인의 행동변화에 큰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irls (n=833) Boys (n=787) Total (n=1,620)

Mean (SD) Mean (SD) Mean (SD)

Age 12.99 (.95) 13.18 (1) 13.08 (.98)

Height (inch) 62.01 (3.13) 62.95 (4.21) 62.48 (3.73)

Weight (pound) 126.43 (34.78) 128.59 (38.98) 127.51 (36.91)

BMI (kg/m2) 22.97 (5.53) 22.52 (5.2) 22.75 (5.37)

Healthy Weight (%)
(Healthy Weight=1, Not Healthy

Weight=0)
57.07 50.98 54.03

Table 3.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B SE Wald P
Odds
Ration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Gender (Girls) .46 .24 3.82 .05 1.59 1 2.52

Grade .17 .14 .14 .23 1.19 .9 1.57

Physical Activity .11 .06 4.06 .04* 1.06 1 1.12

Screen Time .11 .07 2.4 .12 1.12 .97 1.29

Nutrition .06 .03 3.85 .046* 1.06 1 1.25

(Constant) -2.23 1.16 3.73 .05 .11

Goodness-of-fit test X2:= 3.84 , df= 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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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연구가 진행된

지역은 애팔래치아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악지 로

서 이러한 지역 특징들은 독특한 문화 , 사회 상

들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건강행동에 향을 끼

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커뮤니티내의 어떤

특징들이 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건강행동과 건

강체 간의 계에 향을 끼쳤는지를 밝히기 해 노력

하 다.

3.3 신체활동과 건강 체 간  계

본 연구는 강도 고강도 신체활동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은 건강 체 에 향을 끼쳤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OR=1.06, p=.04). 이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산악지 에거주하는 학

생들의 신체활동 수 은 외부지역의 학생들보다 낮고,

이러한 낮은 수 의 신체활동 수 은 지역 인 특징들

(신체활동을 한 제한된 시설들, 변덕스런 날씨, 안 하

지 않은 도로)과 련성이 있었다[14].

“학교에서 진행하는 야외 활동(outdoor activity)이 날

씨 때문에 취소된 이 많아요.” (학생 A)

"수 이나 스쿼시를 배우고 싶은데 운동할 만한 곳이

집 주변에 없어요.” (학생 C)

“학교에서 집이 멀지 않아서 자 거를 타고 다니는데

도로가 좁아서 험해요.” (학생 D)

본연구의 결과 에 주목할 사항은 신체활동 라이

스타일과 련된 신체활동(집안일 혹은 교통)에 소비

된 시간이 가장많은 비 을 차지했다는데 있다. 이런 결

과는 산악지 의 학생들은 하교이후에 신체활동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로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동생을 돌 야 되요. 엄마 아

빠가 일하러 나가거든요.” (학생 E)

"학교랑 집이 멀어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학생

A) (학생B)

따라서 신체활동과 련된 로그램의 개발 지역

사회의 심과 노력들이 매우 요하다. 가령 신체활동

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운동 시설물을 개방

하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와 학교의 력체계가 필요할지

도 모른다. 구체 으로 방과 후 혹은 주말시간동안 학부

모와 그들의 학생들에게 거주지역과 가장 가까운 학교의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 인 방법

이 될 수 있다.

"학교 체육 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 주말에 운동하려면 갈 곳이 없거든요.” (학생A)

"학교체육 이 가장 시설이 좋아요.” (학생D)

"주말에 엄마랑 학교에서 같이 운동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E)

추가 으로 학교의 등하교를 해 상당한 시간을 소

비해야 하는 산악지 학생들의 환경 제약을 고려할

때, 학교시간의 신체활동 로그램들을 보다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산악지 는 타

지역에 비해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사회교류 정보

공유가 매우 제한 이다[15]. 실제로 이 연구가 진행된

학교 인근지역의 인터넷은 매우 제한 이었다.

"인터넷이요? 속도가 무 느려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상 보려면 한참 걸려요.” (학생B)

“와이 이지역이 거의없어서 유튜 이용은거의 불

가능해요.” (학생C)

그러므로 지역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것도 강도 고강도 신체활동의 증가를 해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신체활동 다이어리를작성

하게 유도하거나 인터넷이 아닌 화를 활용한 동기부여

메시지(motivational messages)의 제공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와 신체활동 수 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제시

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형성된 고유

의 문화를 활용한 평생체육의 개발 한 효과 일 수 있

다. 2011년 kruger 등 5인의 연구[16] 에 따르면 심지어

지역사회에 형성된 고유의 문화 특징을 활용한 신체

활동들(포크 스, 사냥)은 학생들로부터 친숙함을 느껴

일반 신체활동보다 더 효율 이라고 주장하 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 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스퀘어 스 (square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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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도 하는데, 무 재미있어요.” (학생A)

"아빠랑 사냥하고 낚시 할 때가 가장 좋아요.” (학생B)

"엄마 아빠가 주말에 포크 스를 배우러 가는데 도

따라가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학생E)

선행연구 참여자 인터뷰 결과를 통해 개인의 신체

활동 증가에 을 두었던 기존 체육 로그램의 형태

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 혹은 통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다시말해 학교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로그램 혹은 집에서 가족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제공은 지역 제한

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4 화 시청시간과 건강체 간  계

본연구에서 신체활동 양 상태와 달리화면 시청

시간은 건강 체 과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일반 으로

화면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비만도가 높아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화면 시청 시간과 비만도와는연 성이 없음

을 밝 내기도 했다[17].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두 변

수 간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연구기간이 짧거나 설문지

작성을 한 기간 동안의 변수들(학교행사, 날씨, 시험기

간)이 결과에 향을 끼쳤다고 하 고, 특히 산악지 의

학생들은 부족한 체육시설과 불충분한 체육 로그램이

원인이 되어 집에서의 시간을 증가시켜자연스럽게 화면

시청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고 하 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텔 비 시청에 매우의존하는 경향

을 보 다.

“주말에 뭐하냐 구요? 워킹데드(미국의 유명 드라마)

재방송 요.” (학생 A) (학생 C)

"친구들이랑 운동하려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줘야 해

서 그냥 집에서 풋볼경기나 농구 경기 요.” (학생D)

즉, 학생의 비만여부와 계없이 산악지 의 학생들

은 지역 인 제한에 의해 화면 시청에 상당한 시간을 소

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를 들어 집밖의 부족한 가로

등과 같은 지역 제한 은 학생들이 방과 후 이른 시간

에 집으로 귀가하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었다.

“11월 정도부터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쯤이면어두워

져서 집에 빨리 가야 되요.” (학생B)

"집 앞에 가로등이 없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학생E)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53%가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의 화면 시청을 하 으며, 이 결과는 미국

체 평균보다 6%가량 높은 수치 다[18]. 다시 말해서

산악지 의 지역 특징은 건강체 의 여부와 계없이

학생들의 화면 시청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산악지 학

생들의 화면 시청 시간이 증가 혹은 감소하더라도 건강

체 이 변화하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상을 본 연구

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부모를 상으로 하

는 지나친 화면시청에 한 험성 문제 들에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집안에서의 화면 시청을 일 수 있

는 방안들(텔 비 시청시간의 제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컴퓨터 게임을 체할 수 있는 다양한 크리

에이션 개발이 학교차원에서도 필요할 지도 모른다.

3.5 양 상태  건강 체 간  계

본 연구는 야채 과일 섭취량이 건강체 과 유의한

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OR=1.06, p=.05). 그러

나 산악지 의 불충분한 양 섭취는 그 지역 학생들의

핵심 인 비만요소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실제로 연구가

진행된 웨스트버지니아주 학생들의 71.9%는 두 번 이상

의 야채 과일섭취가일주일에 두번 이하라고 밝혔다

[19]. 특히 이 지역은 고기와 비스켓, 패스트푸드를 더 선

호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산악지 의 부족한 식료

품 , 수많은 패스트푸드 , 맞벌이에 의한 요리시간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밝 졌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곳

을 많이 가요. 건강음식이요? 그런 스토랑은 뭐에요?”

(학생 B)

“샐러드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마트가 한참 멀어서

그냥 통조림으로 된 야채 먹어요.” (학생C)

"엄마 아빠가 일을하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녁은

통조림 요리나 냉동식품을 먹는 편이에요.” (학생D)

실제로 연구가 진행된 지역 주변에는 수많은 패스트

푸드 들이 존재하 으며 본 연구진들도 건강한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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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스토랑을 찾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서 산악

지 의 지리 고립과 낮은 수 의 소득수 은 양 섭

취 건강 음식에 한 심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을지

도 모른다.

“학교에서 유기농 음식 먹으라고 강조하는데 유기농

음식은 비싸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마트 갈 때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없었던 것 같아요. 그

리고 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A)

"건강한 음식이요? 샐러드랑(......머뭇) 치킨스 말하

는 건가요?” (학생C)

이 게 부족한 양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학교의

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지역문화를 고려

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보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악지 의 거주자들은 가족 친척 심의 음식물 경

작과 보존이 문화 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21] 본 연구 한 참여자들이 가족 친척들과 음식물

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척들끼리 함께 음식을 해먹을 때가 많아요. 삼

집에 창고가 넓어서 희 음식도 그곳에 많이 보 해 놓

았고요.” (학생D)

“엄마 아빠가 감자를 심는데, 친척들이랑 음식을 교환

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학생E)

이는 도시의 학생들과 달리 산악지역의 학생들은 가

족 혹은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특

성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한 학교 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농업을 하는 가정들과 학교와

의 력을 통해 농업을 하는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야채

와 과일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경작과정을

직 체험하고 직 신선한 농산물을구입함으로써 음식

의 요성에 한 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다. 한 가족 혹은 친척 단 들이 다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 농장(school garden)을 활용하여정기

인 양교육 요리시간을 통해 양에 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산악지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양상태가 건강 체 과 련성이 있는지

를 커뮤니티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건강 체 과

연 성이 있다고 단된 주요 요소 신체활동과 양

상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커뮤니티 특징을 고

려했을 때 학교시설물의 주말이용과 가족 심의 체육

양 로그램 제공이필요해 보 다. 특히 지역 고

립과 느린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

는 을 보완하기 해서는 학교의 정기 인 건강 련

세미나 부모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체활동과

양 상태와 달리 화면시청시간은 건강체 과 유의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제한 에 의해 건강한

학생들조차 화면시청시간에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학생들의비만에 향을미치고 있는 신체활동,

화면시청시간, 그리고 양상태의 올바른 행동변화를

해서는 곧 학교 가정의 력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사례를 통해 국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

러 제한 들을 최소화하기 해학교-가정 간 력 로

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

가 학교-지역 간 공동 건강 로그램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 후 활동을 담당하는 교육 문화체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화면시청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학생들의 방과 후 행동을 분석하고 올

바른 생활습 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들이 개발될 필요

가 있다. 셋째, 제한된학교 체육 시설물을효과 으로활

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해 교육청 학교장의

심을 바탕으로 교사 세미나 연수과정을 제공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들을 보다 구

체 으로 제시하기 해서는 국내 시골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습 들이 건강행동과 어

떠한 계가 있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를 한 참여자들의 약 90%는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에따라 미국 체 청소년들을 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설문지는 과거의 행동들을 기억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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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자기보고(self-assessment)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기억이 일부 올바르지않았을 가능성

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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