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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학문에 뜻을 세운 후로 늘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간호학을 진정한 학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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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바꾸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논문지도교수님들
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논문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논문진행 시작부터 한 단계 나아갈 때 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날카
로운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학생인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세세하게 지
도해 주신 김광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과학으로서의 간호학과 이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시고,논문의 통계분석에 치우쳐 놓쳐버린 이론적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신 고일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아동 비만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의의를
잡아주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신 김희순 교수님,논문진행 과정에서 미
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이정렬 교수님,바쁘
신 가운데도 통계 분석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가연구방법론 강의를 통해 논문의 방향 설정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주시고,다수

준 통계 분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애태울 때,미국에서 친절하게 이메일을 통해 통계
상담을 해주시고,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며 격려해주신 박창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 수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경기도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학교사정에 맞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
언을 해주시고 선후배 선생님의 협조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주신 문성환 선생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갑자기 전화해 논문 쓰겠다고 도와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도와주신 간
호사관학교 동기 태영,영식,애정,수진 그리고 선후배 보건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그리고 더운 여름날 재미없는 설문지에 성의껏 답해준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공부를 함께 하며 고민했던 김정아,이광옥,하영옥,이선희,김현례,임은실

선생님,그리고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자료 수집을 도와준 이인
숙 선생님,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최은진,황윤선,신선미,양용숙
선생님,지역사회간호학 조교였던 조윤희 선생님,이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너
무나 감사합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학위과정동안 세상살이에 철

없는 아내에게 인생 가이드를 해주며,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마다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주려 애쓰고,나태해지지 않도록 질책해준 가장 든든한 지
원자인 남편에게 감사와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그리고 공부하며 바쁘게 지
내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음에도 착하고 밝게 커가고 있는 영도와 인주에게
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생의 모범을 보이는 엄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늦은 나이
에 공부하는 딸과 며느리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도와주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이제는 멀어져있어 자주 보지 못하지만 언제 만나도 반가운 간호사관학교 선후배님,

전 학교장이셨던 윤종필 장군님,유명란 간호학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
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앞으로 학문에 더 분발하여 계속 연구하고 저 또
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학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월
김 봉 정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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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학학학령령령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비비비만만만 관관관련련련 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의
관련성 및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 간 효과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시행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루어졌고,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국공립초등학교 19개 학교의 52개 학급에 속한 5,6학년 학생 전수를 집락
표집(clustersampling)하였으며,학생 1,644명과 학급담임교사 52명,학교 보건교사
19명이었다.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자료 분석은
SPSS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카이제곱검정,일원분산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고,STATA IC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 아동 중 비만은 6.6%,과체중은 12.4%였으며 아동의 식이섭취 및 신체활

동 수준에서 채소 및 과일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29.9%,탄산음료를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14.8%,지방식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10.4%이었다.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이 주 5일 이상인 아동은 21.0%(평균
2.6일),주중 하루 3시간 이상 TV시청을 하는 아동은 32.8%(평균 2시간),주중 하
루 2시간 이상 게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동은 39.1%(평균 1.48시간)이었다.

2.아동의 비만 관련 생태학적 요인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은 성별,연령,체중
조절노력,주관적 체형인식,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일,신체상 만족도 및 자아존
중감,주중 컴퓨터 및 게임 시간이 관련이 있었다.대인관계 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어머니의 체형,사회관계망 크기 중 가족수 및 친구수와 운동격
려 지지망,친구지지가 관련이 있었으며,조직적 요인은 학교운동시설수,급식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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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학급평균 BMI,학교 소재지,주당 체육수업시간이 관련이
있었다.

3.학령기 아동 간 비만의 변이에 대해 집단수준이 설명하는 임의효과는 4.8%
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개인수준 변수들
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수준인 학교환경 특성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임의효과는
6.8%이었다.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변수를 모두 통제하였을 때 추가적인 집단수준
의 임의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수준 및 집단수준 변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하였다.개인수준 변수의 고정효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OR=2.815),주중 게
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OR=1.219),운동격려 지지망 점수가 높을수록
(OR=1.40)비만위험도가 더 높았으며,신체상 만족도 점수가 높고(OR=.885),아버
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OR=.301)아동의 비만위험도는 더 낮았다.학교수준
변수의 고정효과는 학교 소재지가 경기도에 비해 서울시인 학교(OR=.323),주당 체육
수업시간이 2시간미만보다 2.2시간에서 3시간미만(OR=.216),3시간이상(OR=.352)으로
많은 학교에서 비만위험도가 더 낮았으며,학교운동시설수가 두 개 이상인 학교
(OR=2.940),급식 지방량이 13g이하인 학교보다 13.5g에서 15.0g(OR=2.765),15.5g이상
(OR=2.354)으로 지방량이 많은 학교,전체 학급수가 36학급 이상(OR=5.731)으로 학교 규모가
더 큰 학교의 비만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령기 아동 개인의 비만여부는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
계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적 요인인 학교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지지와 체육수업,학교급식,운동시설,보건교육 등의 학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를 위한 정책반영이 필요
하다.

핵심어:아동,비만,생태학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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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비만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유행병 수준에 도달했으며(Kumanyika,Jeffery,Morabia,Ritenbaugh,& Antipatis,
2002),국제비만연구협회(IASO)의 InternationalObesityTaskForce(IOTF)자료에 의
하면 세계적으로 5∼17세 학령기 아동의 10%가 비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obstein,Baur,&Uauy,2004).2003∼2004년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Health
andNutritionExaminationSurvey:NHANES)에서 보고된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학령전기 아동은 13.9%,학령기 아동은 18.8%,청소년은 17.4%로 학령기 아동의 비만 유
병률이 가장 높았다(Ogdenetal.,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유병율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을 추적한 결과 1979년은 남
자 1.7%,여자 2.4%에서 2002년에는 각각 17.9%와 10.9%로 남자는 9배,여자는 4
배 증가하였으며(박영신,이동환,최중명,강윤주,& 김종희,2004),2005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1~19세의 비만 유병률은 남자 11.5%,여자 9.7%였으며,연
령별 비만 유병률의 경우 남자는 10~14세가 17.9%로 가장 높았고,여자는 15~19
세가 13.5%로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6).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며,불구와 사망을 초래하는 심혈관 질환,제2형 당뇨,고혈압,뇌
졸중,암 등의 만성 비전염성 질환과 우울,자존감 저하,왜곡된 자아상,직업차별과
같은 사회 심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Dietz,
2004;Kumanyikaetal.,2002).특히 비만 아동은 청소년 비만 및 성인 비만에 쉽게
이환되는 데,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80%정도가 성인기의 비
만으로 이어진다(Guo,Wu,Chumeal,& Roche,2002;Magrey,Daniel,&Boulton,2001;
Whitaker,Wright,Pepe,Seidel,&Dietz,1997).



- 2 -

영아나 아동 초기에 발생한 과체중 및 비만의 문제는 청소년 및 성인기의 비만
및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과 연관되므로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는 인간 발달 초기인 학령기 아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Budd& Hayman,2006).
아동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유전

적 요인,잘못된 식습관,신체활동 부족,심리적 요인,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비만이 급속하게 유행하게된
것이 유전적 요인보다는 고지방,고열량 식품소비는 증가시키고 신체활동은 감소시
키는 사회적,환경적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umanyikaetal.,2002).
지금까지 아동의 비만 예측요인에 대한 이해는 많이 증가하였지만,대부분 개인적 요

인에 대한 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한 단층적 분석 연구이었으며(Davison& Brich,2001),
현재 개발 적용되고 있는 비만관리 프로그램 또한 개인의 행위변화만을 강조하여 과체중
과 비만에 대한 성과가 아주 미약하고 단기간의 개선을 가져왔을 뿐이며 장기적인 효과
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Muller&Danielzik,2007;Sallis& Owen,
2002).아동 비만과 관련된 식이섭취,신체활동 및 좌식활동 등은 예방을 통해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아동 비만 연구의 초점은 예방에 두어야 하며(Koplan,Liverman,
&Kraak,2005),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식과 좌식생활 습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하여 개인의 태도와 행위,사회적,환경적 맥락을 설명하는 과학적 근
거에 의한 중재가 필요하다(Koplan&Dietz,1999).
국내의 경우에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의 원인에 대하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은 많이 시도하였으나,환경적 접근을 통해 아동
비만과 관련된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을 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대부분 비만 아동을 대상
으로 운동요법,식이요법,행동수정요법(권명순 &황경숙,2007;권인숙,2007;김영혜,박
남희,&이선미,2004;김영희,2003;안혜영,임숙빈,홍경자,& 허명행,2007;유일영,
이은숙,&이정렬,1998)을 통한 아동 개인의 행위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비만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인과적 조사와 효과적인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이론 개발이 필요한데,생태학적 모형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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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해 준다(신영전,김명희,
전희진,& 김석현 역,2003).생태학적 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사고
나 신념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를 수행할 때에는 환경
적 요인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김영임,정혜선,& 배경희,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McLeroy,Bibeau,Steckler와 Glanz(1988)가 제시한 생태학

적 모형에 근거하여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개인적 수준과 환경적 수준의
요인을 통합하여 다층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
한 위계적 구조의 자료 특성과 생태학적 모형 분석에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인 다
수준 분석을 사용하였다.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령기 아동의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적 접근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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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비만 관련 요인을 McLeroy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에 적용하여 비만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 세 수준
의 다층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학령기 아동의 비만 분포 및 생태학적 요인(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
조직적 요인)을 확인한다.

2.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3.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효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비비비만만만(((ooobbbeeesssiiitttyyy)))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Cole,Bellizzi,Flegal과 Dietz(2000)가 제안한 소아
비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정의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표준 성
장도표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참고치로 적용하여 성별,연령별 체질량 지수의
95백분위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22...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eeecccooolllooogggiiicccaaalllfffaaaccctttooorrrsss)))

본 연구에서는 McLeroy등(1988)이 제시한 생태학적 모형의 5가지 요인 중에
서 지역사회 및 공공정책 요인을 제외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



- 5 -

적 요인의 3가지 요인을 생태학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
상인 학령기 아동은 6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환경의 영
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동 비만에 대한 학교환경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학교환경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또한 자료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공공정
책 요인에 대한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111)))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요요요인인인(((iiinnntttrrraaapppeeerrrsssooonnnaaalllfffaaaccctttooorrrsss)))

개인의 특성으로 지식,태도,행위,자아개념,기술 등과 개인의 발육발달력
(developmentalhistory)을 말하며(McLeroyetal.,1988),본 연구에서는 성별,연
령,식이섭취,신체활동,신체상 만족도,자아존중감 등을 의미한다.

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iiinnnttteeerrrpppeeerrrsssooonnnaaalllppprrroooccceeesssssseeesssaaannndddppprrriiimmmaaarrryyygggrrrooouuupppsss)))

가족,직장동료,친구관계를 포함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McLeroyetal.,1988),본 연구에서는 부모
의 교육,소득수준,직업,부모의 체형,가족기능,가족과의 식사 및 외식 횟수,여가
활동시간 등의 가족환경과 사회관계망 크기,사회적 지지망,친구 및 교사지지 등의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333)))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iiinnnssstttiiitttuuutttiiiooonnnaaalllfffaaaccctttooorrrsss)))

조직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지지하는 조직의 특성,건강증진활동의 목표 등을 의
미하며(McLeroyetal.,1988),본 연구에서는 학급환경(담임교사의 성별,연령,교직
경력,식이섭취,신체활동,비만에 대한 태도,학급평균 BMI)과 학교환경(학교 소
재지,전체 학급수,학급당 학생수,학교급식의 질,체육 및 보건교육시간,비만관
련 프로그램 유무,학교운동시설수,학교평균 BMI)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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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아아아동동동의의의 비비비만만만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간 불균형으로 발생하며,에너지 섭취를 증
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유전적,행위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한 체
지방 과다 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세계적으로 아동 비만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체질량지수(BodyMassIndex:BMI)를 사용하며,성별,연령별 체질량 지수의 95백
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Budd& Hayman,2006;Coleetal.,2000).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공동으로 2007년 소아․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를 제정하여 발표하였고,각 연령에 해당되는 체질량지수의 95백분위수 이상
이거나 체질량지수가 25kg/m2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아동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유행병 수준에 도달했다.세계적으로 5세 이하 어린이의 약
22백만 명이 과체중이며,태국은 6∼12세 아동의 비만 유병률이 2년 만에 12.2%에
서 15.6%로 증가하였으며,일본에서는 6∼14세 비만 아동의 비율이 1974년에서
1993년 사이에 5%에서 10%로 두 배 증가하였다(Kumanyikaetal.,2002).미국은
2003-2004년에 실시한 NHANES조사 자료에서 6∼11세 아동의 비만 유병률이 1971-1974년
의 4.0%에서 18.8%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CHS,2008;Ogdenetal.,2006).
우리나라도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서구적 식생활의 보편화 등으로 아동 및 청

소년 비만 유병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질환 증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표본학교 체격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비만 유병률을 추적한 결과,2002년 남자의 17.9%,여자의 10.9%가 비
만에 해당하였다.이는 1979년 남자 1.7%,여자 2.4%에 비하면 남자는 9배,여자는
4배 증가한 것으로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박영신 등,2004).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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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1~19세의 전체 비만 유병률은 남자 11.5%,여자 9.7%였으며,연령별로
남자는 10∼14세의 비만 유병률이 17.9%로 가장 높았고,여자는 15∼19세의 비만
유병률이 13.5%로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6).
아동의 비만은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불구와 사망을 초래

하는 심혈관 질환,제2형 당뇨,고혈압,뇌졸중,암 등의 만성 비전염성 질환,삶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골관절염,담낭염,호흡기질
환,불임,피부질환 등의 허약성질환,그리고 우울,자존감 저하,왜곡된 자아상과
같은 사회 심리적 문제 등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Dietz,2004;Kumanyika
etal.,2002).
성장발달기에 발생하는 아동 비만의 유행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예방

이 강조되고 있는 데 그 이유로서는,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과체중이거나 비만할 경
우 80%정도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며(Guoetal.,2002;Magreyetal.,2001;Whitaker
etal.,1997),성장발달기에 발생한 비만은 성인기에 발생한 비만보다 극도의 비만이 되
어 성인 사망률 발생에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Dietz,2004).
따라서 전체 인구의 비만률 감소 및 비만관련 건강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

동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데 그 근거로는 첫째,조
기에 실시하는 효과적인 예방은 비만과 관련된 많은 중복이환으로부터 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Must& Strauss,1999)둘째,아동 비만과 관련된 조기 초경과 삶
의 질 저하,따돌림과 편견 문제 등의 발달과 사회 심리적 문제는 조기 중재로 예방
될 수 있다(Eisenberg,Neumark-Sztainer,&Story,2003;Schwartz&Puhl,2003;Schwimmer,
Burwinklc,&Varni,2003;Strauss&Pollack,2001).셋째,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과 같
이 아동기에 시작하여 습관이 된 건강행위는 흔히 성인기에도 지속되며,물질 남
용,손상,건강위험행위 등은 과거 공중보건 노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아동을
초점으로 하였을 때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Telama,Yang,Laakso,&Viikari,1997).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비만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아

동 비만과 관련된 신체활동과 식습관 등의 행위요인은 변화 가능한 특성을 가지
므로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학교 등의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예방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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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모모모형형형

111...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model)은 인간의 건강행위는 개인의 생물학적․심리
적 요인,개인간(사회문화적),조직과 지역사회,물리적 환경과 정책 등 다수준의
영향을 받으며,이러한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며 다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건강행
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관련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으로(Sallis& Owen,
2002),행위에 대한 환경적 원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환경적 중재의 효과를 확
인하는 것이 목적이다(McLeroyetal.,1988).
생물학에서 유래된 생태학은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와 관련되어 생태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발달하였다.그 이후 Lewin(1936)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고,1968년 Barker가 행동과학 분야에서 환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김영임 등,2007).
건강행위 분야에 생태학적 모형을 처음 적용시킨 사람은 1979년 Bronfenbrenner

이다.Bronfenbrenner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3가지 수준인
미시체계,중간체계,거시체계로 설명하였는데,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족구성
원,사회적 지인,직장동료와 같은 특정 상황(settings)에서 대인간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중간체계(mesosystem)는 가족,학교,직장과 같은 다양한 상황(settings)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며,거시체계(exosystem)는 경제력,문화적 신념과 가치,정
치적 행동 등을 통해 개인과 상황(setting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큰 사회
체계(Sallis& Owen,2002)를 말한다.
McLeroy등(1988)은 여러 생태학적 모형이 특정 건강문제의 개념화를 안내하거

나 건강증진중재를 확인하는 데 있어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이들은 건강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차원을 통합한 다층적 수준(multiplelevels)의
생태학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지역
사회 요인,공공정책 등 5가지 분석 수준에 의해 행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개인의 내적 요인(intrapersonalfactors)은 개인의 특성인 지식,태도,행동,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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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기술 등을 말하며 개인수준의 중재는 행위규범을 따르도록 지식,태도,기술,
의도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대중매체,지지그룹,또래상담 등의 전략
을 사용한다.대인관계 요인(interpersonalprocessesandprimarygroups)은 가족,직
장동료,친구관계를 포함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건강증진중재 전략은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격려,지지,유지하도록
사회적 영향을 통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조직적 요인(institutionalfactors)은
조직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지지하는 조직의 특성,건강증진활동의 목표를 말하는 것
으로 조직변화의 중요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산 면에서 조직상황의 중요성을
뜻한다.건강증진중재에서 조직의 변화는 장기적인 개인의 행위변화를 지지하는데
필수적이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선택,수행,제도화를 위한 전제 요건이다.지역사
회 요인(communityfactors)은 지역사회의 조직,기관,비공식적 관계들이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사회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자발적 단체,교회,이웃(neighborhoods)
등의 중간구조,정치적 혹은 지리적 지역사회,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
로 정의된다.공공정책 요인(publicpolicyfactors)은 지역과 국가의 법률 및 공공정
책의 영향을 의미한다.건강증진전문가의 임무는 정책개발,정책옹호,정책분석 과
정에서 개인과 더 큰 사회 환경을 연결해주는 중간구조의 지역사회가 공공정책 결
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이러한 5가지 분석 수
준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반영해 준다고 하였다.
Stokols(1996)는 건강행위 연구와 건강증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생태

학적 모형을 설명하였는데,그 네 가지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건강
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둘째,환경은 물리적 혹은 사회적,실제적 혹은 인지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셋째,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개인,가족,직장과 조직문화,지역사
회 등 다양한 집단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다.넷째 인간-환경간의 회환이 순환적으
로 일어난다.즉 사람은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 환경은 다시 건강행
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Cohen,Scribner와 Farley(2000)는 건강행위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

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구조모델(structuralmodel)을



- 10 -

제안하여 건강행위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의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다.구조모
델에서 네 가지 변수로 첫째,유익하거나 해로운 소비품의 이용가능성 둘째,물리
적 구조 셋째,사회적 구조와 정책 넷째,대중매체와 문화적 메시지를 제안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영향과 환경적 요인의 사회적 분포,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생태학적 모형은 인간의 건강과 건강행위 변화를

위해 포괄적이고 다층적 수준의 이해와 중재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생태
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아동 비만 관련 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222...비비비만만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적적적용용용

비만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별적 접근은 인구집단의 과식과 신체활동 부족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allis& Owen,2002).Hill과 Peters(1998)는 비만 유행에 기여하는 다양
한 환경적 요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싸고 맛있는 음식,고지방식,신체활동
부족 등을 제시하였고,Koplan과 Dietz(1999)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체중
과 좌식생활 습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하여 개인의 태도와 행위,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설명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재가 필요하며,금연과 안전예방 정
책에서 체중조절과 신체활동 증진으로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gger와 Swinburn(1997),Swinburn,Egger와 Raza(1999)는 비만에 대한 생태학

적 모형에서 체지방 평형수준(에너지 섭취 -에너지 소비 +생리적 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생물학적,행위적,환경적 세 가지 요인과 식습관 및 신체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물리적,경제적,정치적 환경요인을 확인하였다.이러한 영향은 이웃이
나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인구집단의 비만 유병률 증가는 생물
학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비만연구협회의 IOTF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포괄적인 생태학적 모형을 개발하였는데,국제적인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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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접근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IOTF는 비만 예방을 위한 Action
agenda에서 인구집단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패턴,개인적,사회적 수준의 요인 해결과
국가적,지역적,지역사회 및 개인수준의 다양한 수준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또한 체중관련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으며 행위변화를 촉진하고 지지하기 위해 환경적,사회적 중재가 필수적이며,
신체활동 영역에 여가 및 일상생활에서의 운동과 활동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식
습관,신체활동,비만 수준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Kumanyikaetal.,2002).
Davison과 Birch(2001)는 아동기 과체중 요인을 평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생

태학적 체계 이론에 적용하여 아동의 과체중 예측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아동기 과체중의 예측 요인으로 아동의 특성과 위험요인,부모의 양육방식
과 가족 특성,지역사회와 인구 사회적 특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그 모형에
따르면 식이섭취,신체활동 및 좌식생활 등의 아동의 생활습관은 아동의 위험요인에 해
당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성,연령,체중증가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한 아동의 특성에 의
해 과체중에 영향을 준다.그리고 아동의 과체중 위험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의
식이섭취,활동패턴,영양지식,모유수유 등의 가족 특성과 친구,형제와의 상호작용에 의
해 형성된다.더불어 체계적인 활동시간(체육 프로그램),학교급식의 질 등의 학교환경과
지역사회․인구학적․환경적 요인(부모의 여가시간,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이용 및 접근
성)이 아동의 양육방식,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체중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태학적 모형을 아동의 비만에 적용한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

하다는 것을 지지하였다.Cory(2007)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을 이론적 기
틀로 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과 아동의 체질량지수와의 관계에 대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 비만에 대한 학교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Mosunic(2004)
은 McLeroy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개인,대인관계,조직,지역사회,
정책 5수준의 요인과 아동의 체질량지수와 관계를 조사하여 가족,학교,지역사회
환경과 체중상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O'brien등(2007)은 2~12세 아동을 대
상으로 비만의 생태학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1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



- 12 -

으며,학령기에 비만인 아동은 정상체중인 아동에 비해 가정에서의 활동의 기회가
더 적고,방과 후에 TV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
동의 비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Reidpath,Burns,Garrard와 Mahoney(2002)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비만과

사회 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연구하여 지역사회 환경인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SES)과 패스트푸드점의 밀집도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Sallis,
Bauman과 Prat(1998)은 비만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인 고지방식품 소비 제한 및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설치기금 지원,TV광고 등이 비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한편,Blocker와 Freudenberg(2001)는 미국의 저
소득층 도시 흑인 여성의 비만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생태학적 접근을 통
한 다층적 공공보건정책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은 개인의 태도나 행위 등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아동을 둘러싼 가족,학교,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 비만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비만을 예방하기 위
한 중재 전략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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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아아아동동동의의의 비비비만만만 관관관련련련 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

효과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아동의
생물학적․심리적 요인,사회문화적,조직 및 지역사회 요인 등 다수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문헌검토가 필요하며,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비만 관련 생태학적
요인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McLeroy등(1988)이 제시한 생태학적
모형의 5가지 요인 중에서 지역사회 및 공공정책 요인을 제외한 개인의 내적 요
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11...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11)))아아아동동동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유전적 요인이 체중증가에 대한 민감성과 가족의 비만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Davison & Birch,2001;Eagger& Swinburn,1997;
Koplanetal.,2005).Whitaker등(1997)은 3세 이후 아동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아동의 체중상태보다 부모의 비만이 더 강한 예측인자라고 하였으
며,Gibson,Byrne,Davis와 Blair(2007)는 6∼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체중과
가족 및 어머니 요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과체중,편부모 가
족이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체중증가는 성(gender)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아동의 성장속도와 급성장 시기

의 남녀 차이로 인한 에너지 섭취량과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Davison& Birch,2001).성인에 있어서는 남자에게 과체중이 더
많고 여자에게 비만이 더 많으나 아동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Ruxton,2004),비만 평가를 위해 BMI를 사용한 경우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남
자에서 더 높았으나,허리둘레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이 남아보다 여
아에게 더 많았다(McCarthy,Jarrett,& Crawle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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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에서 아동 비만은 대부분 비만도와 체질량지수(BMI)두 가지 방법으
로 평가하였으며,여러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강희태 등,2006;오경원 등,2008;이진복,이정오,
김성원,강재헌,& 양윤준,2000;이태용 등,2006)윤군애(2002)와 신나영(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만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 비만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특히 여자의 경우 나이가 많아지고 사춘기가

됨에 따라 신체활동은 감소하고 좌식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Davison&Birch,2001).

222)))식식식이이이섭섭섭취취취
아동의 과체중은 에너지 소비에 비해 고에너지 혹은 고지방 섭취 과다로 지방

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데 식이섭취는 아동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Davison과 Birch(2001)는 아동의 음식 선호도,음식 섭취와 체중상태의 관련성에

대해 고열량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 과도한 지방과 에너지 섭취를 초래하여 과체중 발
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반대로 채소와 과일 섭취는 과체중 발생의 예방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아동의 지방섭취와 체중상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횡
단적 연구에서는 지방섭취 비율이 높은 아동의 체지방이 더 높았으며(Guillaume,
Lapidus,&Lambert,1998),종단적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지방섭취를 더 많이 한 경
우 BMI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Klesges,R.C.,KlesgesL.M.,Eck,&Sheltonet,1995).
아동의 성장발달은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이루

어지며,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과일과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섭
취하게 될 것이며(Cullenetal.,2000;Cullenetal.,2003),과일과 채소 소비는 개
인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는 건강한 체중관
리,BMI와 비만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Ello-Martin,&Tohill,2004;Epsteinetal.,2001;
Goss&Grubbs,2005;Rolls,Spiegel,&Foulk,2006).반면에 9~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Field,Gillman,Rosner,Rockett와 Colditz(2003)의 연구와 34개 국가의 아동․
청소년의 식이섭취와 비만의 관계를 조사한 Janssen등(2005)의 연구에서는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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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소섭취와 비만 및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탄산음료와 아동 비만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은데,Ludwig,Peterson과 Gortmaker

(2001)는 학령기 아동 548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와 BMI의 관련성에 대해 2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서 매일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아동은 비만위험
이 더 높았으며,BMI증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고 하였다.반면에 Forshee와
Storey(2003)는 1994-96년,98년에 USDA(USDepartmentofAgriculture's)가 실시한 식
이섭취 조사자료(ContinuingSurveyofFoodIntakebyIndividuals:CSFII)를 이
용하여 6~19세 아동 및 청소년의 음료섭취 패턴을 분석하였는데,BMI와 우유 및 탄
산음료 섭취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성,연령,인종에 따른 음료섭취 패턴에 차
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식습관으로 아침결식,간식섭취,과일섭취(강희태 등,2006),식

사속도,기호음식,간식횟수(박경자,2001;이태용 등,2006)등이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33)))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신체활동은 식이섭취와 함께 아동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요소로 신체

활동 부족과 과도한 좌식활동이 아동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Davison& Birch,
2001;Ebbeling,Pawlak,& Ludwig,2002).
신체활동과 체중상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아동의 신체활

동과 규칙적인 운동습관은 BMI감소,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신체활동과
운동 수준이 낮을수록 BMI가 더 높고 비만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erandezet
al.,1999;Janssenetal.,2005;Obarzaneketal.,1994).반면에 Sallis,Prochaska와
Taylor(2000)가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 11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과 청
소년에 있어 체중상태와 신체활동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으며,신체활동은 체중상
태의 예측변수라기 보다 결과 측정 변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체활동이 아동의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신체활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보다

신체활동을 대체하는 좌식생활 습관이 비만의 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으며(Dietz& Gortmaker,1985;Goran,Hunter,Nagy,& Johnson,1997),식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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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법을 포함한 좌식활동의 감소가 아동 비만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
다(Epsteinetal.,1995).TV 시청은 좌식활동을 나타내는 좋은 독립적 지표로 간
주되며,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시청 등도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좌식활동이다
(Davison& Birch,2001).TV 시청은 아동이 신체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대체하여
TV 앞에서 과도한 간식과 식이섭취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음
식광고에 과도한 노출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선택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에너
지 대사율을 낮춘다(Francis& Birch,2006;IOM,2005;Lowry,Wechsler,Galuska,
Fulton,& Kann,2002).
9~16세 멕시코 아동의 경우 TV 시청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과체중 위험이

12% 증가하였고(Herandezetal.,1999),10~15세 미국 청소년에서 하루 TV 시청
시간이 2시간인 학생들에 비해 5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만위험도가 5.3배 더 높았으며
(Gortmakeretal.,1996),학령기 아동의 과체중 발생 및 과체중 지속과 관련된 요
인으로 TV시청 시간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Gable,Chang,&Krull,2007;Maffeis,
Talamini&Tatόόόό,1998;O'Brienetal.,2007).
국내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TV시청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비만과 과체

중 위험이 더 높았다(강희태 등,2006;김미숙 등,2008;백설향,2008;윤군애,2002;
이태용 등,2006)

444)))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신신신체체체상상상 만만만족족족도도도,,,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아동 비만은 신체상 불만족,자존감 및 자아개념 저하,우울과 같은 사회 심리

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다(Dietz,2004;Ebbelingetal.,
2002;Kumanyikaetal.,2002;Schwartz&Puhl,2003).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심리
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로 신체상 불만족과 낮은 자존감이 비만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기 비만과 신체상,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 아동

에서 신체상 불만족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더 낮았다.신나영(2006)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비만과 신체상 만족도,자존감,우울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비만 아동은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신체상 만족도,자존감이 낮았으며,비만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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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 관련이 없었다.우민지(2006)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기 비
만과 신체상,자아존중감,우울,친구관계,교사지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 아
동 비만은 신체상 불만족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으며,사회적 자아존중감과도 관련
이 있었다고 하였다.
Hill,Draper와 Stack(1994)은 9세의 비만 아동에서 신체상 만족도 및 신체상 자

존감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으며,VanderWal과 Thelen(2000)은 초등학교 3~5학년
여학생들의 신체상 불만족은 증가된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Strauss(2000)는 아동의 비만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10세
아동 1,520명을 대상으로 4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하였는데,연구초기에는 비만 아동
과 정상체중 아동 간에 일반적 자존감의 차이가 없었으나,4년 후에는 라틴 아메리
카계와 백인인 비만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전반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고 보고하였다.

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111)))가가가족족족환환환경경경
아동 비만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아동은 부모와 가정환경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비만의 결정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심을 가져왔

는데 비만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으며,상위계층에
비해 하위계층의 아동에서 비만의 위험이 높았다(Hardy,Wadsworth,& Kuh,
2000;Strauss& Pollack,2001).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여
가시간이 부족하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비만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신체활동 수준이 더 낮으며,
건강한식이섭취기회가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보고되었다(Gottlieb&Chen,1985;Vilhjalmsson
&Thorlindsson,1998).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에 비해 다양한 식이를 적게 하고(Wolfe& Campbell,1993),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의 지방섭취가 더 많았다(Guillaumeet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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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군애(2002)는 부산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발생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가족의 수입은 차이가 없었으며,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아동에서 과체중 위험이 낮았으며,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때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태 등(2006)은 군포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소아비만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조사
하였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소아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 위험
요인의 관리가 잘 안되고 소아비만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가 비만이거나 부모의 BMI가 높은 아동에서 비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강희태 등,2006;Maffeisetal.,1998;Mo-Suwan,Tongkumchum,
&Puetpaiboon,2000).
가족생활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이 변화하여 아동은 과거에 비해 외식을 통

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데,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TV시청을 감소시
키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튀긴 음식은 적게 먹는 등 음식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Connersetal.,2007;Gillmanetal.,2000).Veugelers와 Fitzgerald(2005b)는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3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아동의 비만위험도가 감소
하였고,Gable등(2007)은 가족과의 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과체중 위
험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Lucus(1988)는 가족 상호작용의 질이 비만의 원인과 치료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그에 의하면 많은 역기능적인 가족에서 아동의 과체중은 가족의 빈약
한 기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Mendelson,White와 Schliecker(1995)가
청소년의 체중상태와 가족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비만인 여학생의 결속
력,표현력,민주적 양육방식의 가족기능 점수가 더 낮았으며,권수자,김은희와 김
태경(2004)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기능(APGAR)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정신적 건강증진행위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았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사회적 영향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지각하는 압력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일반적인 사회적 영향뿐 아니라 가족,친구,동급생 등을 포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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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인의 신체활동 및 식습관 형성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이 사
회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사회적 규범의
형태가 있다(Emmons,Barbeau,Gutheil,Stryker,& Stoddard,2007).사회적 영향의
구조적 특성인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지지의 양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사회적 지지
는 정서적,도구적,정보적 기능 측면을 가지며,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건강행위를 결
정하는 맥락을 제공한다(Emmonsetal.,2007).
사회적 영향은 아동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에 작용하여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아동의 신체활동 지지에 있어서 친구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영향은 직접적,역할모델 혹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Reynoldsetal.,1990),과일과 채소 섭취 또한 부모와 또래의 역
할모델,다양한 형태의 격려,규범적 신념 등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이 있었다(Cullenet
al.,2001).Strauss,Rodzilsky,Burack과 Colin(2001)은 10~1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요인과 좌식생활 및 신체활동 수준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가족과 친구의 신체활동 격려 및 함께 운동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
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게하고 신체활동도 크게 증가시켰다.Keresztes,
Piko,Pluhar와 Page(2008)는 10~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부모,형제,또래집단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을 받는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333...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매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을
교육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야 한다.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데 초
점을 둔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점차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IOM,2005).
아동의 체중상태와 관련된 학교환경 특성으로 체육수업시간,학교점심급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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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이 있다(Davison& Virch,2001).학교환경은 아동이 학교에서 매일 섭취하
는 음식의 비중을 고려할 때 아동의 식습관 발달에 중요한 환경으로 아동의 일일
지방섭취는 학교급식의 지방량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과일과 채소의 하루 섭취량은 학
교급식에서 이용하는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Hearnetal.,1998;Luepkeretal.,1996).
또한 학교는 아동이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체

육수업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휴식시간을 줄이는 등의 학교시스템 변화는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vid& Birch,2001).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아동은 신체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낮았으며(Myerset
al.,1996),매일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중등도 및 고강도의 신체활동 수준
이 더 높았다(Gordon-Larsen,McMurray,& Popkin,2000).
Veugelers와 Fitzgerald(2005b)는 ChildrenLifestyleandSchool-performanceStudy

:CLASS)에서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요인으로 식습관 및 신체활동과 학교환
경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NovaScotia의 242개 공립학교 5학년 4,298명에 대
해 건강,영양,생활양식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학교에서 점심을 사먹는 어린이의
과체중 위험 비율이 1.39배 증가했으며,체육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인 경우에
과체중 위험 비율은 0.61배,비만 위험 비율은 0.54배 감소했다.또한 Pérez(2003)
는 4~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체육시간이 많을수록 과체중과
비만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강재헌 등(2006)이 국내외 학생 비만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서,

국내 학교에서의 비만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비만 아동
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방과 후 교과 외 과정시간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체
육수업 및 운동 환경 개선,급식과 학교식생활 환경 개선 등 학교환경 변화를 통
한 비만예방 및 중재를 시행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반면 외국사례 분석결과
에서는 학교환경 변화를 유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학교를 기반
으로 가정에서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줄이기와 학교에서의 영양교육과 체육수업을
강화하고 급식을 조정한 프로그램은 비만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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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McLeroy등(1988)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하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하여 제시한 다층적 수준(multiple
levels)의 생태학적 모형을 근거로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아동 비만의 관련요인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지역사회 요인,공공정책의 5가지 다층적 수준 중에서 학령기
아동의 비만 관련 생태학적 요인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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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으로 구성되며,개인의 내적 요인(intrapersonalfactors)
은 개인의 특성인 아동의 성별,연령에 따라 체중증가에 차이가 있으며,지방식
섭취를 많이 하고 채소와 과일은 적게 섭취하는 식이섭취와 신체활동 부족,그리
고 신체상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인관계 요인(interpersonalprocessesandprimarygroups)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가족과의 식사 횟수,가족과의 여가활동시간,가족기능,동거 가족수 등의
가족환경과 사회관계망 크기,사회적 지지망,친구 및 교사지지 등의 사회적 영향
이 아동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통해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았다.조직적 요인(institutionalfactors)은 담임교사의 식습관과 신체활동,비
만에 대한 태도 등의 학급환경과 학교급식의 질(급식 열량,급식 지방량),체육수
업시간,보건교육시간,비만관련 프로그램 운영여부,학교운동시설수,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등의 학교환경이 아동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즉 아동의
비만은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 요인,조직
적 요인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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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생태학적 모형에 적용하여 개
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생태학적 요인별
로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국공립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갑상선질환,성장호르몬결핍 등 체중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령기 아동으로 5,6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5,6학년은 신장발

육에 있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제2발육급진기의 시작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근육
이 발달하고 골화가 일어나며,체지방률이 적어지고 성인과 비슷한 체형으로 되어가
며(Tanner,1998),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예민해지는 특수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tory& Altron,1991).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이 비만을 갖
게 되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중요한 시기이므로 아동에서 청소
년으로 이어지는 학교중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5,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먼저 서울시 소재 10개 학교와 경기도 소재 9개 학교를 임의표집

하고 다시 한 학교당 2~4학급을 5학년과 6학년이 모두 포함되도록 임의표집한 후
해당 학급 학생 전수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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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분석에서 표본의 크기는 단일수준에서의 표본의 크기보다 더 복잡하며,
모수추정치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표본수를 필요로 한다(Snijders
&Bosker,1999).일반적으로 다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검정력은 그룹
당 개인단위수가 적지 않을 때 그룹수가 20개 이상이면 획득될 수 있다고 보며
(Kreft& DeLeeuw,1998),교육 및 사회학 연구에서의 Ruleofthumb은 그룹수가
10개 이상이면 다수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nijders& Bosker,1999)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Snijders와 Bosker(1999)의 ‘Thetotalsamplesize

usingtwo-stagesampling'방법으로 제안한 아래의 수식1,수식2에 따라 표본의 크
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designeffect=1+(n-1)ρ …(수식1),Nts=Nsrs+Nsrs(n-1)ρ …(수식2)

Nts는 총 표본수,Nsrs는 simplerandom sample에서의 효과적인 표본크기이
며,효과적인 표본크기는 Nn/designeffect로 계산한다(N=그룹수,n=그룹당 개인단
위수).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그룹수를 20(N)으
로 하고,한 학급당 학생수(n)는 35명,ρ(ICC)는 학교 연구의 집단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Coefficient:ICC)는 흔히 0.1로 보고되는(Hox,2002)는 것을 근거로 0.1을 적
용하였다.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designeffect는 4.4이며,효과적인 표본크기는 159.1명(1

단계에서의 표본크기),총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859명이었으며(2단계에서의 표본크
기),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1,644명이었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충
분히 만족하였다.
학급 및 학교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집락표집을 한 학교의 학급담임교사 52

명,보건교사 19명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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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비만을 평가하기 위해 신장과 체중 측정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독립변수인 생태학적 요인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은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111...비비비만만만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연구대상 학교에서 2008년 5월에 실시한 체격검사자료
를 사용하였다.조사대상 학교의 체격검사 시기는 5월초에서 6월초 사이에 실시된
것이며,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와는 1~2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한 체질량지수(BodyMassIndex:

BMI)에 대해 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의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
의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5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중,85이상에서 95
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규정하였다.

222...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11)))식식식이이이섭섭섭취취취(((dddiiieeetttaaarrryyybbbeeehhhaaavvviiiooorrrsss)))
미국 CDC의 2007YRBSQ(YouthRiskBehaviorSurveyQuestionnaires)중에

서 dietarybehaviors에 대한 foodchoice를 측정하는 도구에서 과일 및 채소,탄
산음료의 섭취빈도를 묻는 7문항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7~12세 아
동의 지방 급원식품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돼지고기(삼겹살)와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2문항을 포함하여,총 9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섭취 빈도에 대해 ‘전혀 안먹음’,‘주 1~3회’,‘주 4~6회’,‘1일 1회’,
‘1일 2회’,‘1일 3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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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ppphhhyyysssiiicccaaalllaaaccctttiiivvviiitttyyy)))
미국 CDC의 2007YRBSQ(Youth Risk BehaviorSurvey Questionnaires)중

physicalactivity를 측정하는 도구에서 지난 일주일동안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
동일수,주중 TV 시청 시간,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3문항과 홍승연 등
(2006)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신체활동 질문지(Korea Youth PhysicalActivity
Questionnaires:KYPAQ)의 주중 걷기활동을 한 시간과 학교체육수업일수 2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각 문항별 측정방법은 신체활동일수
는 0일에서 7일,주중 TV 시청 시간과 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은 각각 0
시간,1시간미만,1시간,2시간,3시간,4시간이상,학교체육수업일수는 0일에서 5
일의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주중 걷기활동을 한 시간은 30분미만,30분~1시간
미만,1시간~2시간,2시간이상의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33)))신신신체체체상상상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아동의 자존감과 신체에 대한 자기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가 개발

한 아동용 자기지각척도(Harter'selfperceptionprofileforchildren:H-SPPC)를
박영애(1995)가 번안해 표준화한 척도에서 신체적 영역 6문항을 사용하였다.신체
적 영역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만족해하는지를
측정하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영애(1995)의 연구에서 신체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1이었으
며,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 계수는 .64이었다.

444)))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Harter(1982)의 아동용 자기지각척도 중 전반적 자존감 문항에 근거하여 아동

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평소 나
는 내 모습,생활,행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0~10점 시각상사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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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111)))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 APGAR 도구로 측정하였다.가족원들이 인지

하는 가족의 일반적 기능인 적응,협력,성장,애정,융화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5문항의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0점,거의 그렇다는 2점으로 하여 0~10점
범위를 가진다.총 점수가 7~10점이면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4~6점은 중등도의 기
능,0~3점이면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으로 본다.
도구의 신뢰도는 Smilkstein(197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 .86,심미경

(2004)의 연구에서는 .70이었으며,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 계수는 .80이었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사회적 영향은 비만과 관련된 아동의 신체활동 및 식습관 형성에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
회적 지지망,친구 및 교사지지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1)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은 조의영(2001)이 운항승무원의 사회적 지지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기본 틀로 하였으며,문항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으로 보고된 운동과 식이섭취에 대한 내용으로 9문항을 구성한 후 간호학
교수 1인이 교정하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9문항의 내용은 평소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게

한 후(사회관계망 크기)자신과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운동행위),운동
을 격려해주는 사람에 대한 지각(운동 격려),운동기구를 사주는 사람에 대한 지각 (운동
지원),여가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운동 역할모델),간식으로 과
일이나 과일주스를 먹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에 대한 지각(과일섭취 격려),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채소 및 과일 섭취의 규범적 지지),저지방식이
를 선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저지방식 역할모델),과일을 선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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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섭취 역할모델)문항에 대해 친한 사람의 수를 적도록 하였고,친한 사람의 수를 점
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계수 .78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계수 .83이었다.

(2)친구 및 교사지지
친구,가족과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평가하도록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김명숙(1995)과 이경주(1997)가 수정․보완한 사
회적 지지 척도 15문항 중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5문항,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5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및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음을 의미한
다.이경주(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1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교사지지는 Cronbach'sα .81,친구지지는 Cronbach'sα .91이었다.

444...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11)))학학학급급급환환환경경경
(1)교사의 식이섭취
아동의 식이섭취 측정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2)교사의 신체활동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6)에서 성인 보건의식

행태 조사표의 신체활동 및 운동에 대한 문항 중에서 중등도 신체활동,걷기 운
동,규칙적 운동여부 3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교사의 비만에 대한 태도
비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서영(1999)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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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3문항의 5점 척도로 총점은 13~65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에 대한 이해,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비만관리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1이었다.

(4)학급평균 BMI
각 아동의 신장과 체중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체질량지수(BMI)를 아동이 속

한 연구대상 학교의 52개 학급에 대해 한 학급당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222)))학학학교교교환환환경경경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학교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의 질로 급식 열량과 급식 지방량,주당 체육수업시간,한 학기
비만관련 보건교육시간,학교운동시설수,비만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여부,영
양교사 배치 및 학교급식 운영 형태,학교규모로 전체 학급수,학급당 학생수에
대해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 및 보고자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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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도구 및 보고자

연구도구 조작적 정의 보고자

비 만 BodyMassIndex(체중(㎏)/신장(m)2)의 95백분위수 이상 학교
자료

개인의
내적 요인

성별,연령,체육수업선호도,체중조절노력,주관적 체형인식
식이섭취,신체활동
신체상만족도,자아존중감

아동
아동
아동

대인관계
요인

부모의 교육수준,소득,직업
가족과의 식사횟수,외식횟수,여가활동시간,동거 가족수
가족기능
사회적 영향(사회관계망 크기,사회적 지지만,친구 및 교사 지지)

아동

조직적
요인

담임교사의 연령 , 성별 , 교직경력
식이섭취 , 신체활동
비만에 대한 태도
학급평균 BMI

교사
교사
교사

학교자료

학교소재지
학교규모(전체 학급수,학급당 학생수)
급식 열량과 급식 지방량,체육 및 보건교육시간
운동시설수,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영양교사 배치,학교급식 운영 형태
학교평균 BMI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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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111...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간호학과 교수 4인으로부터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작성된 각 도구별
문항내용과 구성을 확인한 후,측정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
적으로 2008년 6.25~6.30까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각각 1학급씩
71명의 학생과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각 1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
사를 통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222...본본본 조조조사사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생,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체격검사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임의로 선정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
교장과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

하였으며,연구자가 직접 또는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선정된 학급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우편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접 방문조사를 허락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한 후 바로 수거하였으며,학생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 및 학교보
건교사 설문조사는 학생 설문 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7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자료는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2008년 5월에 실시
한 체격검사자료 중에서 신장과 체중 자료만 수집하였으며,학생은 총 1,72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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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여 1,657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6.3%),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각각 52
부,19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다.
학생의 설문지 1,657부 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13부를 제외하고 1,644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설문지는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
다.자료수집 대상 학교와 학급 및 학생 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자료수집 대상 학교 및 학생 수
학교 소재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고양시

2
2
2
1
1
1
1
3
2
2
1
1

7
5
5
2
3
3
2
9
6
6
2
2

214
153
151
54
89
98
54
304
197
197
68
65

계 19 5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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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및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의 관련성은 SPSS12.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수준 분석은 STATAIC10.0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
하였다.

2.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학령기 아동의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과 비만과의 관련
성은 χ

2-test,one-wayANOVA로 분석하였다.
4.다수준 분석에 포함 할 독립변수 선택을 위해 Logistic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대한 각 요인별 효과의 차이는 MultilevelLogistic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수준 모형의 한 종류인 로지스틱 다수준 모형은 이분화된 범주형 준거변수

의 효과적인 다수준 분석을 위하여 로짓 연결함수로서 선형적 관계를 가능케 한
통계모형으로,모수추정 및 분석과정을 통해 예측변수의 고정효과,각 회귀계수의
교차비(OddsRatio),모형의 적합도,설명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본 연
구에서는 2수준 로지스틱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먼저 독립변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상수만을 포함하는 기초모형인 NullModel과 개인수준의 예측변수
만을 포함하는 Random EffectsModel,개인과 집단수준의 예측변수를 포함하는
MixedEffectsModel를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 검정과 개인수준(개인의 내적요
인과 대인관계요인)및 집단수준(조직적 요인)의 고정효과와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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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체체체중중중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체체체질질질량량량지지지수수수(((BBBMMMIII)))분분분포포포

대상자의 체중상태는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의 성별,연령별 체질
량지수의 백분위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5백분위수 미만인 저체중은 88명(5.4%),5
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인 정상체중은 1,243명(75.6%),85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인 과체
중은 204명(12.4%),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은 109명(6.6%)이었다.
저체중의 평균 BMI는 14.29(범위:12.24~15.79),정상체중의 평균 BMI는 18.34(범위:

14.34~23.58),과체중의 평균 BMI는 23.46(범위:20.73~26.59),비만의 평균 BMI는 27.02
(범위:23.09~38.77)였다.대상자 전체의 BMI평균은 19.33(SD=±3.43),범위는 최소 12.24
에서 최대 38.77이었다<표 3>.

<표 3>대상자의 체중상태와 체질량지수(BMI)분포
N=1,644

특성
체중상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성별 남
여

28(3.4)
60(7.4)

619(74.3)
624(76.9)

121(14.5)
83(10.2)

65(7.8)
44(5.4)

학년 5학년
6학년

46(6.2)
42(4.6)

548(74.2)
695(76.8)

90(12.2)
114(12.6)

55(7.4)
54(6.0)

연령
10세
11세
12세
13세

11(4.2)
39(5.0)
32(6.0)
6(10.2)

181(68.8)
605(77.1)
413(76.9)
44(74.6)

40(15.2)
91(11.6)
65(12.1)
8(13.6)

31(11.8)
50(6.4)
27(5.0)
1(1.7)

BMI평균±표준편차
(범위:최소~최대)

14.29±0.73
(12.24~15.79)

18.34±2.02
(14.34~23.58)

23.46±1.17
(20.73~26.59)

27.02±2.21
(23.09~38.77)

계계계 888888(((555...444))) 111222444333(((777555...666))) 222000444(((111222...444))) 111000999(((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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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111...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요요요인인인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학년,연령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883명
(50.7%),여자가 811명(49.3%)이었으며,5학년은 739명(45.0%),6학년은 905명(55.0%)이었
다.연령은 11세가 785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12세는 537명(32,7%),10세는 263명
(16.0%),13세는 59명(3.6%)순이었다.

222)))식식식이이이섭섭섭취취취

식이섭취는 100% 과일주스,과일,녹색채소,당근,감자,기타채소,탄산음료,돼
지고기(삼겹살),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섭취빈도를 조사
하였다.
100% 과일주스 섭취빈도는 주 1~3회가 764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전혀

안 먹는다는 379명(23.1%),주 4~6회는 181명(11.0%),1일 1회 이상은 315명(19.3%)
이었다.과일 섭취빈도는 1일 1회 이상 먹는 경우가 758명(46.2%)으로 가장 많았으
며,주 4~6회가 431명(26.3%),주 1~3회가 402명(24.5%)이었다.
녹색채소 섭취빈도의 경우 주 1~3회가 594명(36.3%),주 4~6회는 345명(21.1%),

1일 1회 이상은 573명(35.0%)이었으며,당근 섭취빈도는 주 1~3회가 679명(41.6%)
으로 가장 많았으며,전혀 안 먹는다는 483명(29.6%),주 4~6회는 210명(12.9%),1
일 1회 이상 먹는 경우는 261명(16.0%)이다.감자 섭취빈도는 주 1~3회가 690명
(42.2%)으로 가장 많았고,전혀 안 먹는다는 296명(18.1%),주 4~6회는 288명(17.6%),
1일 1회 이상은 361명(22.0%)이었으며,기타채소 섭취빈도는 1일 1회 이상이 575명
(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3회가 533명(32.8%),주 4~6회는 433명(2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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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일주스,과일,녹색채소,감자,당근,기타채소를 모두 합한 채소 및 과일
에 대한 개인의 평균 섭취빈도는 1일 이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490명(29.9%),주
4~6회 이하는 1,150명(70.1%)으로,채소 및 과일류 섭취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탄산음료 섭취빈도는 주 1~3회가 806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전혀 안 먹

는다는 453명(27.8%)으로 1일 1회 이상 208명(14.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탄
산음료 섭취빈도도 낮은 편이었다.
돼지고기(삼겹살)섭취빈도는 주 1~3회가 1,025명(6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안 먹는다는 287명(17.6%)이었으며,1일 1회 이상은 160명(9.8%)이었다.기름
으로 조리한 음식 섭취빈도는 주 1~3회가 971명(59.1%),주 4~6회는 261명(15.9%),
1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191명(11.7%)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와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섭취빈도를 합한 지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

균 섭취빈도는 주 4~6회 이하가 1,470명(89.6%)이었으며,1일 1회 이상은 171명
(10.4%)으로 지방식 섭취빈도는 낮은 편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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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식이섭취 빈도
N=1,644

항 목 구 분 빈도(%)
100%과일주스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379(23.1)
764(46.6)
181(11.0)
144(8.8)
96(5.9)
75(4.6)

과일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49(3.0)
402(24.5)
431(26.3)
295(18.0)
212(12.9)
251(15.3)

녹색채소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125(7.6)
594(36.3)
345(21.1)
232(14.1)
192(11.8)
149(9.1)

당근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483(29.6)
679(41.6)
210(12.9)
144(8.8)
73(4.5)
44(2.7)

감자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296(18.1)
690(42.2)
288(17.6)
172(10.5)
92(5.6)
97(5.9)

기타채소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87(5.4)
533(32.8)
433(26.5)
242(14.7)
154(9.5)
179(11.0)

과일 및 채소류*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150(70.1)
490(29.9)

*100%과일주스,과일,녹색채소,감자,당근,기타채소의 섭취빈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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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식이섭취 빈도(계속)
N=1,644

항 목 구 분 빈도(%)

탄산음료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453(27.8)
806(49.4)
163(10.1)
109(6.7)
60(5.7)
39(2.4)

돼지고기
(삼겹살)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287(17.6)
1025(62.9)
157(9.6)
108(6.6)
41(2.5)
11(0.7)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전혀 안 먹음
주 1-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이상

218(13.3)
970(59.1)
261(15.9)
114(7.0)
51(3.1)
26(1.6)

지방식*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470(89.6)
171(10.4)

*돼지고기,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의 섭취빈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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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신체활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운동이나 활
동을 하루에 60분 이상 한 날’,‘주중 하루 동안 TV 시청 시간’,‘주중 하루 동안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학교체육수업일’,‘하루 동안 걷기활동 시간’에 대한
활동 빈도를 조사하였으며,신체활동일은 하루 동안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상 활동을 한 날에 대해 답하도록 조사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은 1~2일이 558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3~4일은 393명(24.2%),5일 이상은 342명(21.0%),한적 없음은 331
명(20.4%)순이었으며,대상자의 평균 신체활동일은 2.55일이었다.
주중에 하루 동안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2시간이 396명(24.3%)으로 가장 많았

으며,1시간은 328명(20.1%),3시간은 270명(16.6%),4시간 이상 보는 경우는 264명
(16.2%)순이었으며,대상자의 평균 TV시청 시간은 2시간이었다.
주중에 하루 동안 게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이 419명(25.6%)으

로 가장 많았으며,2시간은 347명(21.2%),3시간은 153명(9.3%),4시간 이상은 141
명(8.6%)순이었으며,평균 게임 및 컴퓨터 사용시간은 1.48시간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학교체육수업일은 3일이 549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5일

이상은 129명(8.0%),한적 없음은 181명(11.2%)이었으며 평균 학교체육수업일은
2.35일 이었다.하루 동안 걷기활동은 한 시간은 2시간 이상이 625명(38.2%),1~2
시간은 543명(33.2%),30분~1시간미만은 374명(22.8%)순이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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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신체활동 빈도
N=1,644

항 목 구 분 빈도(%) Mean±SD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 한적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331(20.4)
285(17.5)
273(16.8)
254(15.6)
139(8.6)
168(10.3)
57(3.5)
117(7.2)

2.55±2.11

주중 하루 TV
시청 시간

전혀 안 봄
1시간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102(6.3)
268(16.5)
328(20.1)
396(24.3)
270(16.6)
122(7.5)
142(8.7)

2.00±1.44

주중 하루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전혀 안 함
1시간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172(10.5)
405(24.7)
419(25.6)
347(21.2)
153(9.3)
63(3.8)
78(4.8)

1.48±1.28

학교체육수업일 한적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181(11.2)
208(12.9)
447(27.7)
549(34.1)
98(6.1)
129(8.0)

2.35±1.33

하루 동안
걷기활동 시간

30분미만
30-1시간미만
1-2시간미만
2시간이상

96(5.9)
374(22.8)
543(33.2)
62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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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대상자의 신체상 만족도는 총점이 최소 6점에서 최대 24점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14.46점이었다.문항별 점수에서는 ‘자신의 외모가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
다.’의 평균 문항점수가 2.68로 가장 높았으며,‘자기가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의
평균 문항점수는 1.85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평소 나는 내 모습,생활,행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에 대한 자신의 평가 점수로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 범위로 평균은 6.51이었다.

<표 6>심리적요인

요 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신체상 만족도 14.46 3.20 6~24

-자기의 생긴 모습에 대해 만족해한다. 2.37 .84 1~4

-자기의 키와 몸무게에 만족한다. 2.32 .89 1~4

-자기 몸의 생김새가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 2.60 .93 1~4

-자신의 외모가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 2.68 .92 1~4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모양 등이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 2.66 .92 1~4

-자기가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1.85 .83 1~4

자아존중감 6.51 2.33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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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체체체형형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활동 및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체육수업선호도의 경우 ‘매우 좋아함’,‘좋아함’으로 답
한 대상자가 1,467명(89.3%)으로 대다수가 체육수업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노력에서는 체중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답한 대상자가 597명(36.7%)으로 가

장 많았으며,현 체중을 유지 혹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대상자는 818
명(50.4%),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고 답한 경우는 210명(12.9%)이었다.
주관적 체형인식에서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대상자가 830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는 338명(20.6%),약간 비만은 334명(20.4%),매우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는 61명(3.7%)이었다.

<표 7>활동 및 체형에 대한 인식

특성 구분 빈도(%)

체육수업선호도 매우 좋아함
좋아함
싫어함
매우 싫어함

761(46.3)
706(43.0)
143(8.7)
32(1.9)

체중조절노력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음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음
현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
아무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597(36.7)
210(12.9)
383(23.6)
435(26.8)

주관적 체형인식 매우 마른 편임
마른 편임
보통
약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

75(4.6)
338(20.6)
830(50.7)
334(20.4)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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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요요요인인인

111)))가가가족족족환환환경경경

가족환경 특성으로 부모의 연령,직업,교육수준,월수입,부모의 체형에 대한 인식,
가족과의 아침 및 저녁식사 횟수,동거 가족수,가족기능,가족과의 주중 및 주말 여가활
동 시간을 조사하였다<표 8>.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1,194명(81.3%)으로 가장 많았고,어머니의 연령은 40~49

세가 871명(57.7%),30~39세가 606명(40.2%)순으로 많았다.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675명(42.5%)으로 가장 많았고,관리직/전문직이 340명(21.4%),판매서비스직이 286명
(18.0%),노무/기능생산직이 263명(16.5%)순이었으며,어머니의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718
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305명(18.9%),판매서비스직이 298명(18.5%),관리직/
전문직이 217명(13.5%)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814명(52.0%)으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이

461명(29.4%),대학원졸업이 244명(15.6%)순이었으며,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졸업이
70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이 627명(39.7%),대학원졸업이 197명(12.5%)
순으로 나타났다.가족월수입은 ‘모름’이 769명(46.8%)이었으며,400만 원 이상은 440명
(26.8%),200~300만원 미만은 165명(10.0%),300~400만원 미만은 161명(9.9%)이었다.
부모의 체형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은 아버지의 체형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925명(6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비만’은 286명(18.7%),‘매우 비만’은 50명(3.3%)이
었다.어머니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도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1,006명(64.2%)으로 가
장 많았으며,‘약간 비만’은 243명(15.5%)이었다.평소 외식횟수는 ‘거의 안함’과 ‘주 1회’
가 각각 374명(23.5%),376명(23.5%)이었으며 주 2~3회 이상은 335명(21.0%)이었다.
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가족기능을 사정하여 분류한 가족기능은 점수가 높

은(7~10점)건강한 가족으로 평가한 대상자가 1,147명(69.9%)으로 가장 많았으며,보통
(4~6점)은 363명(22.1%),낮은 역기능 가족(0~3점)은 131명(8.0%)이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수는 평균 4.25명(SD=±.85)이었으며 평소 부모와 같이

보내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야기하기,TV/비디오보기,독서,영화보기,산책,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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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놀러가기,운동,등산,자원봉사 등)시간은 주중은 평균 2.45시간(SD=±1.91),주말은
4.62시간(SD=±3.63)이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 횟수는 평균 4.1회,가족과의 저녁
식사횟수는 평균 5회 이었다.

<표 8>가족환경 특성
특성 구분 빈도(%)

아버지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80(12.3)
1194(81.3)
95(6.5)

어머니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606(40.2)
871(57.7)
32(2.1)

아버지 직업 노무/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기타(무직,주부)

263(16.5)
286(18.0)
675(42.5)
340(21.4)
26(1.6)

어머니 직업 노무/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주부

72(4.5)
298(18.5)
305(18.9)
217(13.5)
718(44.6)

아버지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47(3.0)
461(29.4)
814(52.0)
244(15.6)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55(3.5)
627(39.7)
700(44.3)
197(12.5)

가족월수입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 원 이상
모름

107(6.6))
165(10.0)
161(9.9)
150(9.1)
290(17.7)
769(46.8)

아버지의 체형 매우 마른 편임
마른 편임
보통
약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

35(2.3)
235(15.3)
925(60.4)
286(18.7)
50(3.3)

어머니의 체형 매우 마른 편임
마른 편임
보통
약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

35(2.2)
270(17.2)
1006(64.2)
243(15.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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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가족환경 특성(계속)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외식 횟수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거의 안함

6(0.4)
335(21.0)
376(23.5)
312(19.5)
194(12.1)
374(23.5)

가족기능 높음(건강한 기능)
보통
낮음(역기능)

1147(69.9)
363(22.1)
131(8.0)

동거 가족수 4.25±0.85(2~8)
가족과의 주중 여가활동시간 2.45±1.91(0~10)
가족과의 주말 여가활동시간 4.62±3.63(0~15)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4.11±2.66(0~7)
가족과의 저녁식사 횟수 5.03±2.21(0~7)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사회적 영향으로 사회관계망 크기와 사회적 지지망,친구 및 교사지지를 측정하였다.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것으로,전체 크기는
최소 2명에서 최대 18명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크기는 9.79명(SD=±2.32)이었다.전체 크기
중 가족 수는 평균 2.86명(SD=±0.73),친구 수는 평균 3.23명(SD=±1.70)이었다.
사회적 지지망은 사회관계망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운동 및 식습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행위 및 지원,역할모델,규범적 신념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 주는 구성원의 수를 점수
로 나타낸 것이다.운동을 함께하는 운동행위 지지망은 평균 1.71(SD=±1.47)이며,운동격려
지지망은 평균 1.17(SD=±1.13),운동기구를 사주는 운동지원 지지망은 평균 0.95(SD=±1.02),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운동역할모델 지지망은 평균 1.09(SD=±1.34)이었다.과일
섭취격려 지지망은 평균 1.18(SD=±1.52)이며,채소 및 과일섭취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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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적 지지망은 평균 1.98(SD=±1.52)이며,저지방식을 선호하는 역할모델지지망은
평균 1.12(SD=±1.49)명,과일섭취를 선호하는 역할모델지지망은 평균 1.66(SD=±1.83)이
었다.
친구 및 교사와의 원활하고 신뢰감이 깊은 인간관계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친구

및 교사지지의 경우 친구지지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의 범위로 평균 18.52(SD=±4.15)
이며,교사지지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의 범위로 평균 16.50(SD=±3.83)으로 친구지
지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사회적 영향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사회관계망
크기

전체크기 9.79±2.32 2~18
가족수 2.86±0.73 0~7
친구수 3.23±1.70 0~10

사회적 지지망 운동행위 지지망 1.71±1.47 0~8
운동격려 지지망 1.17±1.13 0~7
운동지원 지지망 0.95±1.02 0~7
운동 역할모델 지지망 1.09±1.34 0~10
과일섭취격려 지지망 1.18±1.16 0~7
채소및과일섭취규범적지지망 1.98±1.52 0~10
저지방식 역할모델 지지망 1.12±1.49 0~10
과일섭취 역할모델 지지망 1.66±1.83 0~10

친구 및 교사
지지

친구지지 18.52±4.15 5~25
교사지지 16.50±3.83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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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11)))학학학급급급환환환경경경

학급환경으로 담임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운동 및 식이섭취빈도,비만에 대한 태도,학
급평균 BMI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의 성별은 남자 16명(30.8%),여자 36명(69.2%)이었으

며,교사의 평균 연령은 35.02세(SD=±8.02),교직경력은 평균 10.25년(SD=±7.63)이었다.
교사의 아동 비만에 대한 태도 점수는 최소 45점에서 최대 65점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56.94점(SD=±4.88)이었다.이는 교사가 아동 비만을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비만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만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담과목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19명(37.3%)으로 과목은 영어,도덕,미술,과학,체

육이었으며,비만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가 50명(96.2%)이었다.
담임교사의 지난 일주일간 식이섭취 빈도에서 과일 및 채소 섭취의 경우 주 4~6회이

하가 39명(75.0%),1일 1회 이상이 13명(25.0%)이었으며 탄산음료는 주 4~6회 이하가 51명
(97.7%),지방식 섭취 빈도의 경우 1일 이회 이상이 50명(97.7%)이었다.
교사의 신체활동 및 운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주 1~2

회 실시한 교사가 20명(38.5%)으로 가장 많았고,전혀 안하는 경우는 19명(36.4%),주 3~4
회 하는 경우는 7명(13.5%)이었으며,주 5일 이상 하는 경우는 6명(11.5%)이었다.지난 일
주일 동안 30분 이상 걸은 날의 경우 주 1~2회가 19명(36.5%)으로 가장 많았고,주 3~4
회는 13명(25.0%),주 5일 이상은 12명(23.1%)이었다.여가시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빈도에서는 전혀 안한다가 21명(40.4%)으로 가장 많았고,주 3~4회 한다는 10명(19.2%),주
5일 이상 하는 경우는 7명(13.5%)이었다.조사 대상 학교의 학급평균 BMI는 19.33(SD=±0.66)
이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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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학급환경(담임교사)특성
N=52

요 인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교사 성별 남
여

16(30.8)
36(69.2)

교사 연령 35.02±8.02(22~53)

교직 경력 10.25±7.63(0.04~27.05)

비만에 대한 태도 56.94±4.88(45~65)

학급 평균 BMI 19.33±0.66(17.81~21.21)

전담 과목 유무 있음
없음

19(37.2)
32(62.8)

비만관련 교육경험 있음
없음

2(3.8)
50(96.2)

식이
섭취

과일 및 채소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39(75.0)
13(25.0)

탄산음료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51(97.7)
1(2.3)

지방식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2(2.3)
50(97.7)

신체
활동
및
운동

중등도
신체활동일 전혀 안 함

주 1-2회
주 3-4회
주 5일 이상

19(36.5)
20(38.5)
7(13.5)
6(11.5)

30분 이상
걸은 날 전혀 안 함

주 1-2회
주 3-4회
주 5일 이상

8(15.4)
19(36.5)
13(25.0)
12(23.1)

규칙적 운동
횟수 전혀 안 함

주 1-2회
주 3-4회
주 5일 이상

21(40.4)
14(26.9)
10(19.2)
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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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속한 학교환경 특성은 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와 종류,비만관련 프로
그램 운영,체육수업시간,보건교육시간,영양교사배치,학교급식 운영방식,급식 열량,급
식 지방량,전체 학급수,학급당 학생수,학교평균 BMI를 조사하였다.
학교 소재지가 서울시인 학교는 10개교(52.6%),경기도인 학교는 9개교(47.4%)이었으며,

학교운동시설수는 2개인 학교가 10개교(52.6%)로 가장 많았으며,1개와 3개인 학교는 각각
4개교(21.1%),4개인 학교는 1개교(5.3%)이었다.운동시설의 종류는 운동장(47.5%),강당
(25.0%),체육실(20.0%)순이었다.
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36.9%)이며,지역사회

와 연계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21.1%),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격
려하기 위한 정기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4개교(73.7%)이
었다.비만예방 및 관리,지역사회연계,신체활동 세 가지의 비만관련 프로그램 중
에 해당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학교는 4개교(21.0%)이었으며,1개를 운영하는 학교
는 7개교(36.8%),2개를 운영하는 학교는 16개교(84.2%)이었다.
모든 조사대상 학교에서 영양사(영양교사)를 100%배치하고 있었고,학교급식은 100%

학교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5,6학년 학생의 주당 체육수업시간은 평균 2.90시간이며,3시간 이상인 학교는 12개

교(63.2%)였다.비만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시간은 한 학기당 평균 1.66시간이었으며,1시
간이하인 학교는 11개교(57.9%)이었다.학교 점심급식에서 제공하는 급식 총열량은 평균
569.9kcal이었으며,557kcal에서 590kcal인 학교가 11개교(57.9%)로 가장 많았으며,
591kcal이상인 학교는 3개교(15.8%)이었다.급식 지방량은 평균 13.10g이었으며,
13.0g이하인 학교가 9개교(47.4%)로 가장 많았으며.15.5g이상인 학교는 2개교(10.5%)이
었다.
학교의 전체 학급수는 평균 35.95개 이었으며,36학급 이상인 학교는 12개교(63.2%)

이었다.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95명이며 학급당 35명이상인 학교는 9개교(47.4%)이었
으며,학교평균 BMI는 19.33(SD=±0.55)이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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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학교환경 특성
N=19

요 인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학교소재지 서울시
경기도

10(52.6)
9(47.4)

학교운동시설 수 1개
2개3개4개

4(21.1)
10(52.6)4(21.1)1(5.3)

학교운동시설 종류 운동장
강당(지하 강당)
체육실
기타

19(47.5)
10(25.0)
8(20.0)
3(7.5)

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있음
없음

7(36.9)
12(63.2)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만프로그램

있음
없음

4(21.1)
15(78.9)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있음
없음

14(73.7)
5(26.3)

비만관련 프로그램 운영수 없음
1개
2개

4(21.0)
7(36.8)
16(84.2)

영양사(영양교사)배치 있음 19(100.0)

학교급식 운영방식 학교직영 19(100.0)
체육수업시간(주당) ≤2시간

2.2~3시간미만
≥3시간

2(10.5)
5(26.3)
12(63.2)

2.90±0.63
(1.8~5)

비만 보건교육시간(학기당) ≤1시간
≥2시간

11(57.9)
4(42.1)

1.66±2.01
(0~6)

급식열량 ≤550kcal
557~590kcal
≥591kcal

5(26.3)
11(57.9)
3(15.8)

569.9±30.5
(502.2~650)

급식 지방량 ≤13g
13.5~15.0g
≥15.5g

9(47.4)
8(42.1)
2(10.5)

13.10±2.59
(7~18.6)

전체 학급수 <36학급
≥36학급

7(36.8)
12(63.2)

35.95±10.03
(17~57)

학급당 학생수 <35명
≥35명

10(52.6)
9(47.4)

32.95±4.94
(23~40)

학교평균 BMI 19.33±0.55
(18.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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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아아아동동동의의의 비비비만만만과과과 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아동의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체중상태를 정상체중,과체
중,비만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본 연구 목적이 비만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저체중과 정상체중군의 생태학적 요인의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저체중의 경우 정상체중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11...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성별,연령에 따른 비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대상자의 성별 체중상태는 정상체중은 여자가 51.4%로 남자의 48.6%에 비해 높았으

며,과체중과 비만은 남자가 각각 59.3%,59.6%로 여자의 40.7%,40.4%에 비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비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11.861,p=.003).
연령에 따른 체중상태를 보면 비만은 11세가 45.9%,10세가 28.4%로 12,13세에 비해

높았으며,과체중은 12세가 31.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χχχχ222=19.578,p=.005).

<표 12>개인적 특성과 비만
빈도(%)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P)

성별 남
여

647(48.6)
684(51.4)

121(59.3)
83(40.7)

65(59.6)
44(40.4)

11.861
(0.003)

연령 10세
11세
12세
13세

192(14.4)
644(48.4)
445(33.4)
50(3.8)

40(19.6)
91(44.6)
65(31.9)
8(3.9)

31(28.4)
50(45.9)
27(24.8)
1(0.9)

19.57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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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선호도에 따른 체중상태의 경우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체육수업을 좋아하
는 대상자가 많았으며,과체중군에서는 싫어한다는 대상자가 15.2%로 정상체중과 비만군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중조절노력에 따른 체중상태는 비만군에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대상자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대상자는 정상체중군에서 30.1%로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219.872,p<.000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체중상태에서 비만군은 ‘약간 비만’이 58.7%,

‘매우 비만’은 35.8%로 비만군에서 자신의 체중상태에 대해 매우 비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과체중군은 61.1%가 자신을 ‘약간 비만’으로 인식하고,‘매우 비만’
은 8.9%로 약간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정상체중군은 자신의 체형에 대
해 57.6%에서 보통으로 인식하였으며,‘약간 비만’은 11.0%,‘매우 비만’은 0.3%로 정상체
중상태임에도 자신의 체중상태에 대해 비만으로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었
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862.570,p<.0001).

<표 13>활동 및 체형에 대한 인식과 비만
빈도(%)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P)

체육수업
선호도

좋아함
싫어함

1196(90.0)
133(10.0)

173(84.8)
31(15.2)

98(89.9)
11(10.1)

5.039
(0.080)

체중조절
노력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
현 체중 유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

376(28.6)
209(15.9)
334(25.4)
396(30.1)

132(65.3)
1(0.5)
39(19.3)
30(14.9)

89(82.4)
0(0.0)
10(9.3)
9(8.3)

219.872
(0.000)

주관적
체형인식

마른 편임
보통
약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

412(31.1)
764(57.6)
146(11.0)
4(0.3)

1(0.5)
60(29.6)
124(61.1)
18(8.9)

0(0.0)
6(5.5)
64(58.7)
39(35.8)

862.57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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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섭취와 신체활동에 따른 체중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
동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4>.
식이섭취 항목 중에서 과일 및 채소를 1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정상체중군이

30.4%,비만군은 29.4%,과체중군은 26.7%로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과일 및 채소 섭취
빈도는 비슷하였으며,과체중군의 섭취빈도가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탄산음료는 1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비만군에서 14.8%로 정상체중군 12.9%,과

체중군 1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방식을 1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비만군에서 13.8%로 정상체중군 10.3%,과체

중군 9.3%에 비해 높았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활동 항목 중에서 하루 60분이상의 신체활동일이 5일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이

29.4%로 정상체중군 21.0%,과체중군 16.9%에 비해 더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χχχχ222=6.594,P=.037).
주중 TV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이 36.2%로 정상체중군 32.4%,과

체중군 33.5%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
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이 48.6%로 정상체중군 37.8%,과체중군 41.9%에
비해 높았으며,이는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5.593,
P=.061).
학교체육수업일이 3일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에서 53.3%로 정상체중군 47.7%와 과체중

군 48.5%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하루 동안 걷기활동 시간이 2시
간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에서 43.5%로 정상체중군 38.6%,과체중군 32.4%에 비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54 -

<표 14>식이섭취 및 신체활동과 비만
빈도(%)

항 목 구 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P)

과일 및 채소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925(69.6)
404(30.4)

159(73.3)
43(26.7)

78(70.6)
31(29.4)

1.140
(0.566)

탄산음료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148(87.1)
170(12.9)

182(89.2)
22(10.8)

92(85.2)
16(14.8)

1.148
(0.573)

지방식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191(89.7)
137(10.3)

185(90.7)
19(9.3)

94(86.2)
15(13.8)

1.587
(0.452)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일 5일 미만

5일 이상
1038(79.0)
276(21.0)

167(83.1)
34(16.9)

77(70.6)
32(29.4)

6.594
(0.037)

주중 TV시청 시간 2시간 이하
3시간 이상

892(67.6)
428(32.4)

135(66.5)
68(33.5)

67(63.8)
38(36.2)

0.677
(0.713)

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1시간 이하
2시간 이상

823(62.2)
501(37.8)

118(58.1)
85(41.9) 55(51.4)

52(48.6)
5.593
(0.061)

체육수업일 3일 미만
3일 이상

683(52.3)
622(47.7)

103(51.5)
97(48.5)

50(46.7)
57(53.3)

1.258
(0.533)

하루 걷기활동
시간

2시간미만
2시간이상

814(61.4)
512(38.6)

138(67.6)
66(32.4)

61(56.5)
47(43.5)

4.34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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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으로 신체상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비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
체상 만족도에 따라 체중상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1.029,p<.0001),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정상체중군의 신체상 만족도 평균점수는 14.69점으로 과체중
군의 신체상 만족도 13.72점,비만군의 신체상 만족도 평균점수 12.99점으로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비만군의 신체상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과 비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체중

상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741,p<.0001).사후검정을 한 결과 자아존중
감 평균점수는 비만군(5.93)및 과체중군(6.06)과 정상체중군(6.63)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비만군과 과체중군의 자아존중감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낮았으며
과체중군과 비만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15>심리적 요인과 비만

요 인
정상체중(a) 과체중(b) 비만(c)

F P
N Mean±SD N Mean±SD N Mean±SD

신체상 만족도 1326 14.69±3.16 204 13.72±3.18 109 12.99±3.03 21.029 0.000
(a>b>c)

자아존중감 1290 6.63±2.29 202 6.06±2.35 104 5.93±2.56 8.741 0.000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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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직업,교육수준,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체형,동
거 가족수,가족과의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횟수,외식횟수,가족과의 주중 및 주말
여가활동시간,가족기능에 대하여 비만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어머니 연령,아버
지의 교육수준,어머니의 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월수입은 모른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워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표 16>.
아버지의 연령은 체중상태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어머니의 연령은 정상

체중군에서 30~39세인 경우가 41.1%로 과체중군 37.4%,비만군 33.7%에 비해 높
았으며,40~49세는 비만군에서 63.5%로 정상체중군 57.2%,과체중군 57.8%에 비해
높았다.즉 비만군의 어머니 연령은 30대보다 40대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110.369,p=0.035).
아버지의 직업이 노무/기능생산직인 경우는 비만군(22.7%)이 정상체중군(16.1%)

보다 더 높고,사무직인 경우는 정상체중군(43.2%)이 과체중군(40.0%)과 비만군(37.7%)
보다 높았으며,관리직/전문직은 정상체중군(21.9%)이 비만군(16.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어머니의 직업이 주부인 경우는 정상체중군
(45.3%)이 과체중군(42.6%)과 비만군(40.2%)보다 약간 높았으며,관리직/전문직의 경
우에도 정상체중군(14.3%)이 비만군(9.3%)보다 더 높았으며,판매서비스직 및 사무직
은 과체중과 비만군이 정상체중군보다 높았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와 고등학교 졸업은 비만군이 각각

8.6%,32.4%로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높았으며,대학교 졸업은 정상체중
군(53.2%)이 비만군(39.0%)에 비해 더 높았으며,대학원 졸업은 비만군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26.798,p<.0001).어머
니의 교육수준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이하 및 고등학교 졸업은 과체
중군과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대학교 졸업은 정상체중
군,대학원 졸업은 비만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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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체형이 ‘비만’인 경우는 과체중군(27.0%)과 비만군(24.5%)
이 정상체중군(14.0%)에 비해 더 높았으며,어머니의 체형이 ‘보통’인 경우는 정상체
중군에서 65.7%로 가장 높았으며,‘마른 편’인 경우는 정상체중군(20.3%)이 과체중군(18.9%)
과 비만군(14.8%)보다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27.391,p<.0001).

<표 16>가족환경 특성과 비만
빈도(%)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P)

아버지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48(12.4)
972(81.6)
71(6.0)

21(12.1)
137(78.7)
16(9.2)

11(10.6)
85(81.7)
8(7.7)

3.145
(0.470)

어머니 연령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501(41.1)
697(57.2)
20(1.6)

70(37.4)
108(57.8)
9(4.8)

35(33.7)
66(63.5)
3(2.9)

10.369
(0.035)

아버지 직업 노무/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기타(무직,주부)

207(16.1)
224(17.4)
555(43.2)
281(21.9)
19(1.5)

32(16.2)
39(19.7)
80(40.0)
42(21.2)
5(2.5)

24(22.6)
23(21.7)
40(37.7)
17(16.0)
2(1.9)

7.569
(0.477)

어머니 직업 노무/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관리직/전문직
주부

59(4.5)
225(17.3)
242(18.6)
186(14.3)
589(45.3)

6(3.0)
48(23.8)
41(20.3)
21(10.4)
86(42.6)

7(6.5)
25(23.4)
22(20.6)
10(9.3)
43(40.2)

12.102
(0.147)

아버지의 교육
수준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26(2.1)
371(29.3)
674(53.2)
195(15.4)

12(6.2)
56(28.7)
99(50.8)
28(14.4)

9(8.6)
34(32.4)
41(39.0)
21(20.0)

26.798
(0.000)

어머니의 교육
수준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39(3.1)
494(38.7)
584(45.8)
159(12.5)

10(5.1)
86(43.9)
80(40.8)
20(10.2)

6(5.6)
47(43.9)
36(33.6)
18(16.8)

11.510
(0.074)

아버지의 체형 마른 편임
보통
비만임

225(18.2)
754(60.9)
259(20.9)

31(16.7)
109(58.6)
46(24.7)

14(13.3)
60(57.1)
31(29.5)

5.730
(0.220)

어머니의 체형 마른 편임
보통
비만임

256(20.3)
830(65.7)
177(14.0)

29(14.8)
114(58.2)
53(27.0)

20(18.9)
60(56.6)
26(24.5)

27.39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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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수가 5명이상인 경우는 과체중군이 33.6%로 정상체
중군(27.7%)과 비만군(28.2%)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가족과의 아침식사 횟
수가 5일 이상인 경우는 과체중군이 51.4%,비만군이 49.5%,정상체중군이 47.3%로,
정상체중군에서 더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기능의 경우 점수가 높은 건강한 가족기능은 비만군이 76.1%로 정상체중

군(70.2%)과 과체중군(64.7%)에 비해 높았으며,점수가 낮은 가족기능은 정상체
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비만군(7.3%)이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가족과의 주말 여가활동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는 비만군(44.2%)이 정
상체중군(38.9%)과 과체중군(37.9%)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6>가족환경 특성과 비만(계속)
빈도(%)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P)

동거 가족수 4명 이하
5명 이상

958(72.3)
367(27.7)

145(71.8)
57(28.2)

71(66.4)
36(33.6)

1.741
(0.421)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4일 이하
5일 이상

702(52.7)
629(47.3)

103(50.5)
101(49.5)

53(48.6)
56(51.4)

3.710
(0.156)

가족과의
저녁식사 횟수

4일 이하
5일 이상

487(36.6)
844(63.4)

86(42.2)
118(57.8)

39(35.8)
70(64.2)

1.131
(0.568)

외식 횟수 주1회 이상
주 2-3회
월 1-3회
거의 안함

583(45.0)
259(20.0)
151(11.7)
302(23.3)

84(42.6)
35(17.8)
30(15.2)
48(24.4)

50(47.7)
18(17.1)
13(12.4)
24(22.9)

3.125
(0.926)

가족기능 낮음(역기능)
보통
높음(건강기능)

103(7.8)
293(22.1)
932(70.2)

20(9.8)
52(25.5)
132(64.7)

8(7.3)
18(16.5)
83(76.1)

4.999
(0.287)

가족과의 주중
여가활동 시간

2시간 이하
3시간 이상

782(62.6)
467(37.4)

112(58.9)
78(41.1)

64(59.3)
44(40.7)

1.289
(0.525)

가족과의 주말
여가활동 시간

4시간 이하
5시간 이상

779(61.1)
495(38.9)

121(62.1)
74(37.9)

58(55.8)
46(44.2)

1.29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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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 크기,사회적 지지망,친구 및 교사지지와 비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
회관계망 크기에서는 가족수와 친구수,사회적 지지망에서는 운동격려 지지망,그리고 친
구 및 교사지지에서는 친구지지가 체중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7>.
사회관계망 크기에서 전체 크기가 10명이상인 경우는 정상체중군이 73.5%로 과체중군

의 68.3%,비만군의 69.7%에 비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사회관
계망의 전체 크기 중에서 가족수가 3명이상인 경우는 정상체중군이 79.0%로 과체중군의
71.6%,비만군의 74.3%에 비해 더 많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6.535,
p=.038).친구수가 5명이상인 경우는 과체중군이 24.0%로 정상체중군의 15.9%,비만군의
15.6%에 비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8.386,p=.015).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 운동격려 지지망에서 체중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8.84,p<.0001).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운동격려 지지망 점수는 정상체중군(1.13)및
과체중군(1.24)과 비만군(1.59)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비만군이 정상체중군과 과체
중군에 비해 운동격려 지지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에서는 체중상태에 따라 친구지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F=6.26,p=.002),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친구지지 점수는 정상체중군(18.69)과 과체
중(17.76)및 비만군(17.90)간에 유이한 차이가 있었으며,과체중과 비만군 간에는 차이가 없
었다.즉 비만군과 과체중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친구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체
중상태에 따른 교사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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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사회적 영향과 비만
빈도(%)or평균±표준편차

요 인 구 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orF(P)

사회관계망
크기

전체수 10명 미만
10명 이상

352(26.5)
978(73.5)

64(31.7)
138(68.3)

33(30.3)
76(69.7)

2.90
(0.235)

가족수 3명 미만
3명 이상

279(21.0)
1052(79.0)

58(28.4)
146(71.6)

28(25.7)
81(74.3)

6.535
(0.038)

친구수 5명 미만
5명 이상

1119(84.1)
212(15.9)

155(76.0)
49(24.0)

92(84.4)
17(15.6)

8.386
(0.015)

사회적
지지망

운동행위 지지망 1.72±1.49 1.61±1.27 1.79±1.49 0.584
(0.558)

운동격려 지지망 1.13±1.10 1.24±1.34 1.59±1.42 8.84
(0.000)

운동지원 지지망 0.95±0.99 0.97±1.11 0.95±1.14 0.032
(0.968)

운동역할모델 지지망 1.09±1.34 1.10±1.41 1.10±1.19 0.005
(0.995)

과일섭취격려 지지망 1.20±1.16 1.03±1.07 1.23±1.30 1.918
(0.147)

채소및과일섭취규범적
지지망

1.98±1.50 1.92±1.49 2.11±1.78 0.575
(0.563)

저지방식 역할모델
지지망

1.12±1.46 1.08±1.04 1.32±1.45 0.858
(0.424)

과일섭취 역할모델
지지망

1.67±1.83 1.55±1.91 1.66±1.58 2.297
(0.101)

친구 및 교사
지지

친구지지 18.69±4.15 17.76±3.76 17.90±4.62 6.26
(0.003)

교사지지 16.60±3.83 16.18±3.67 15.93±4.06 2.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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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학학학급급급환환환경경경(((담담담임임임교교교사사사)))특특특성성성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학급환경으로 담임교사의 성별,연령,교직경력,전담과목여부 등의 일반적 특성과 비
만관련 교육경험,채소 및 과일 섭취,신체활동,비만에 대한 태도와 비만과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8>.
교사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정상체중군(33.3%)이 과체중군(27.9%)과 비만군 (25.7%)

에 비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교직경력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은 비만군(11.9%)에 비해 정상체중군(14.4%)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교사의 식이섭취인 채소와 과일,탄산음료,지방식 섭취 빈도와 아동의 비만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신체활동에서는 담임교사가 주 5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
하는 경우는 정상체중군(14.4%)과 과체중군(14.2%)이 비만군(11.9%)에 비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사의 아동의 비만에 대한 태도는 정상체중군의 평균점수가 57.01점,과체중군은 56.96

점,비만군은 56.8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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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학급환경(담임교사)특성과 비만
빈도(%)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orF(p)

교사성별 남
여

415(31.2)
916(68.8)

62(30.4)
142(69.6)

35(32.1)
74(67.9)

0.102
(0.950)

교사연령 22~29세
30~39세
40세 이상

470(35.3)
418(31.4)
443(33.3)

80(39.2)
67(32.8)
57(27.9)

41(37.6)
40(36.7)
28(25.7)

4.858
(0.302)

교직경력 4개월~9년
10~19년
20년 이상

747(56.1)
393(29.5)
191(14.4)

119(58.3)
64(31.4)
21(10.3)

66(60.6)
30(27.5)
13(11.9)

3.227
(0.521)

전담과목 있음
없음

481(37.1)
817(62.9)

79(38.9)
124(61.1)

31(29.0)
76(71.0)

3.247
(0.197)

비만관련
교육경험

있음
없음

46(3.5)
1285(96.5)

6(2.9)
198(97.1)

6(5.5)
103(94.5)

1.478
(0.478)

채소 및 과일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286(96.6)
45(3.4)

197(96.6)
7(3.4)

105(96.3)
4(6.6)

0.026
(0.987)

탄산음료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1300(97.7)
31(2.3)

197(96.6)
7(3.4)

109(100.0)
0(0.0)

3.714
(0.156)

지방식 주 4~6회 이하
1일 1회 이상

76(5.7)
1255(94.3)

12(5.9)
192(94.1)

3(2.8)
106(97.2)

1.739
(0.419)

중등도
신체활동일 주 4일 이하

주 5일 이상
1178(88.5)
153(11.5)

176(86.3)
28(13.7)

97(89.0)
12(11.0)

0.909
(0.635)

30분 이상
걸은 날 주 4일 이하

주 5일 이상
1033(77.6)
298(22.4)

153(75.0)
51(25.0)

78(71.6)
31(28.4)

2.542
(0.281)

규칙적 운동
횟수 주 4일 이하

주 5일 이상
1140(85.6)
191(14.4)

175(85.8)
29(14.2)

96(88.1)
13(11.9)

0.487
(0.784)

비만에 대한
태도 57.01±4.94 56.96±4.78 56.80±4.75 0.093(0.911)



- 63 -

222)))학학학교교교환환환경경경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학교환경 특성과 비만의 관계에서는 학교운동시설수,급식 열량,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학교 소재지와 주당 체육수업시간은 경
계성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표 19>.
학교 소재지에서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비만군이 58.7%로 정상체중군(47.9%)과 과

체중군(52.5%)에 비해 더 많았으며,경계성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5.665,p=.059).학
교 운동시설수가 2개 이상인 학교에서는 비만군이 86.2%로 정상체중군(73.9%),과체중군
(77.5%)에 비해 많았으며,1개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군이 더 많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8.823,p=.012).
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체중상태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비만군보다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비만관련 프
로그램 운영 수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이 2개인 학교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당 체육수업시간은 2시간이하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15.6%)과 과체중군(11.3%)에 비

해 비만군(17.4%)이 더 많았으며,2.2시간에서 3시간미만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과 과체중
군이 더 많았고,3시간이상인 학교에서는 비만군이 더 많았으며,경계성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χχχ222=9.246,p=.055).비만 관련 보건교육시간이 한 학기에 2시간 이상인
학교에서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보다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식열량이 550kcal이하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군(29.5%)이 과체중군(24.5%)

과 비만군(26.6%)에 비해 더 많았으며,591Kcal이상인 학교는 비만군(24.8%)이 정상체
중군(14.9%)과 과체중군(13.7%)에 비해 더 많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χχχ222=10.803,p=.029).급식 지방량이 13.5~15.0g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군(44.2%)과 과체
중군(43.6%)에 비해 비만군(29.4%)이 더 적었으며,15.5g이상인 학교에서는 비만군
(21.1%)이 정상체중군(13.8%)과 과체중군(11.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1.319,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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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정상체중군(60.4%)에 비해 비만군(76.1%)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χ2=11.137,p=.003).

<표 19>학교환경 특성과 비만
빈도(%)or평균±표준편차

특성 구분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
2orF(P)

학교 소재지 서울시
경기도

638(47.9)
693(52.1)

107(52.5)
97(47.5)

64(58.7)
45(41.3)

5.665
(0.059)

학교운동
시설수

1개
2개 이상

347(26.1)
984(73.9)

46(22.5)
158(77.5)

15(13.8)
94(86.2)

8.824
(0.012)

비만예방
프로그램

없음
있음

328(24.6)
1003(76.0)

52(25.5)
152(74.5)

27(24.8)
82(75.2)

0.068
(0.966)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없음
있음

278(20.9)
1053(79.1)

41(20.1)
163(79.9)

20(18.4)
89(81.7)

0.435
(0.804)

신체활동
프로그램

없음
있음

1035(77.8)
296(22.2)

153(75.0)
51(25.0)

90(82.6)
19(17.4)

2.354
(0.308)

비만관련프로
그램 운영수

없음
1개
2개

254(19.1)
438(32.9)
639(48.0)

42(20.6)
70(34.3)
92(45.1)

17(15.6)
35(32.1)
57(52.3)

1.849
(0.764)

체육수업시간
(주당)

≤2시간
2.2~3시간미만
≥3시간

207(15.6)
248(18.6)
876(65.8)

23(11.3)
50(24.5)
131(64.2)

19(17.4)
13(11.9)
77(70.6)

9.246
(0.055)

비만 보건교육
시간(한학기당)

≤1시간
≥2시간

683(51.3)
648(48.7)

109(53.4)
95(46.6)

54(49.5)
55(50.5)

0.489
(0.783)

급식 열량 ≤550kcal
557~590kcal
≥591kcal

392(29.5)
741(55.7)
198(14.9)

50(24.5)
126(61.8)
28(13.7)

29(26.6)
53(48.6)
27(24.8)

10.803
(0.029)

급식 지방량 ≤13g
13.5~15.0g
≥15.5g

559(42.0)
588(44.2)
184(13.8)

91(44.6)
89(43.6)
24(11.8)

54(49.5)
32(29.4)
23(21.1)

11.319
(0.023)

전체 학급수 <36학급
≥36학급

527(39.6)
804(60.4)

72(35.3)
132(64.7)

26(23.9)
83(76.1)

11.327
(0.003)

학급당 학생수 <35명
≥35명

656(49.3)
675(50.7)

102(50.0)
102(50.0)

55(50.5)
54(49.5)

0.08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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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비비비만만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차차차이이이 분분분석석석

아동의 비만 관련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비만에 대한 효과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수준 분석에서 비만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생태학적 요인 중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은 개인수준(1level),조직
적 요인은 집단수준(2level)의 2수준의 로지스틱 다수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11...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선선선택택택

로지스틱 다수준 분석에 투입할 독립변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0>.변수의 선택방법은 모형의 구축보다는 설명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는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일괄투입(enter)방식을 선택하였다.
단일수준 분석에서 비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의 내적 요인인 성별,연령,

주관적 체형인식,체중조절 노력,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신체상만족도,자아존중감,대인관계 요인인 어머니의 연령,아버지의
교육수준,어머니의 체형,가족수,친구수,운동격려 지지망,친구지지,조직적 요
인으로는 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급식 열량,급식 지방량,전
체 학급수,학급평균 BMI,학교평균 BMI를 포함하였다.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교 소재지,체육수업시간은 본 연구의 관심변수이

며 단일수준 분석에서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의 경우 등간척도로,일원분산분석에서는 비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독립변수 중 아동의 연령,어머니의 연령,아버지의 교육수
준,어머니의 체형,체육수업시간,급식 열량,급식 지방량은 가변수 처리 후에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독립변수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성별,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신체상 만족도,대인관계 요인으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운동격려 지지망이며,조직적 요인으로는 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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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학급평균 BMI가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표 20>아동 비만 관련 독립변수
독 립 변 수 B SE OR P 95% CI

성별
남자 1.128 0.309 3.088 0.000 1.685-5.661
여자(기준)

게임/컴퓨터 사용시간 0.207 0.090 1.231 0.022 1.031-1.469
신체상 만족도 -0.127 048.0 0.881 0.008 0.803-0.967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학원졸 -1.270 0.770 0.281 0.131 0.062-1.270
대졸 -1.363 0.668 0.256 0.041 0.069-0.948
고졸 -0.962 0.637 0.382 0.099 0.110-1.331
중졸이하(기준)

운동격려 지지망 0.396 0.100 1.486 0.000 1.222-1.807
학교소재지
서울시 -2.102 0.743 0.122 0.005 0.028-0.524
경기도(기준)

학교운동시설수
2개 이상 1.358 0.545 3.889 0.013 1.337-11.308
1개(기준)

체육수업시간
≥3시간 -1.567 0.597 0.209 0.009 1.416-14.609
2.2~3시간미만 -2.097 0.601 0.123 0.000 0.065-0.672
≤2시간(기준)

급식 지방량
≥15.5g 1.620 0.663 5.051 0.010 1.379-18.507
13.5~15.0g 1.314 0.509 3.719 0.015 1.372-10.081
≤13g(기준)

전체 학급수
≥36학급 1.964 0.688 7.126 0.004 1.849-27.474
<36학급(기준)

학급평균 BMI 0.889 0.364 2.432 0.015 1.191-4.964
*종속변수: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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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단단단위위위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만 관련 생태학적 요인인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비만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다수준 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
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은 개인수준 요인(llevel),조직적 요인은 집단수준 요인(2
level)의 two-levelmodel을 사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내재적 혹은 위계적 자료구조의 특성을 지니는 집락표집을 통한

조사방법에서 개인적 수준의 결과(individualoutcome)에 대한 개인수준(individual
level)과 집단수준(grouplevel)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검토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기
법이다(강상진,1995;Diez-Roux,2002).위계적 자료 구조에서 학생 개인은 한 학급
의 구성원인 동시에,하나의 학교에 속하게 되는데,본 연구에서 아동 비만 관련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 자료는 학생 개인에 속하므로 개인수준(1수준),
조직적 요인인 학급과 학교 자료는 집단수준(2수준)에 해당되어 2수준 다수준 모
형으로 분석하였다.대인관계 요인의 경우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구분되는 수준이나 자료구조의 특성상 다수준 분석에서는 개인수준으로 분석한다.
집단수준에서는 학급환경과 학교환경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다수준 분석에 투입한 생태학적 요인 변수 및 분석단위에 대한

내용은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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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다수준 분석에 투입한 생태학적 요인 변수 및 분석단위

생태학적 요인 변 수 분석단위

개인의 내적 요인 -성별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신체상만족도

개인
수준
(llevel)대인관계 요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운동격려 지지망

조직적 요인 학급 학급평균 BMI
집단
수준
(2level)

학교 -학교 소재지
-전체 학급수
-운동시설수
-급식 지방량
-주당 체육수업시간

*종속변수:비만(체질량 지수의 95백분위수 이상:1,95백분위수 미만:0)

333...로로로지지지스스스틱틱틱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Multilevel Multilevel Multilevel Multilevel Logistic Logistic Logistic Logistic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Models)Models)Models)Models)

아동 비만에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요인이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다수준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수준의 고정효과와 집단수준의 임의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111)))모모모형형형 111:::기기기초초초모모모형형형(((nnnuuullllllmmmooodddeeelll)))
기초모형은 독립변수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종속변수인 비만여부와 집단구분만이

반영된 모형으로,기초모형에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산 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
는지 검증하였다.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수준으로 학급과 학교환경
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먼저 학급을 집단으로 한 기초모형의 분석결과 임의효과인 집단수준
분산(sigma_u2)은 .1329이며,Rho는 .039이다.Rho는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
으로 아동 비만위험도에 대한 전체분산의 3.9%가 학급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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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우도비(LikelihoodRatio)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0.89,p=0.173).
이는 학급수준이 개인수준의 비만위험도에 대한 설명력이 없으므로 학급수준을 분리한 다수준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며,개인수준에서의 분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2>.

<표 22>기초모형 분석결과:학급(집단)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학교를 집단수준 요인으로 하여
기초모형을 분석하였다.기초모형의 분석결과로 <표 23>에 제시한 임의효과인 학교수준
분산(sigma_u2)은 .1661이며,종속변수인 비만 여부를 설명하는 전체 분산중 학교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Rho는 .048이며,Rho=0에 대한 우도비 검정결과(χ
2=3.40,p=0.033)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즉,아동의 비만위험도를 설명하는 전체 분
산의 4.8%가 학교수준 분산이 차지하여 학교환경 특성에 따라 비만위험도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그러므로 아동 개인의 비만위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의 변수와 학교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수준 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 분석이 필요하다.
Rho는 ICC(IntraclassCorrelationCoefficient)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로지스틱 다수준

분석에서는 일반 다수준 모형의 ICC를 제공해 주지 않으므로 다음의 수식을 통해 대략
적인 추정을 할 수 있으며,아래 수식에서 π

2는 오차분산을 의미하며 π
2/3은 3.29의

고정된 값을 적용한다(Snijders&Bosker,1999).

Coefficient SE z P>|z| 95% CI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intercept -3.002 .1410 -21.29 .000 -3.279~-2.726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lnsig2u -2.018 1.212 -4.395~-.359
sigma_u .3645 .2210 .111~1.196
Rho .039 .0452 .004~.303

Model
Likelihood -325.326
χ
2(p-value) 0.89(0.173)

groupvariance
groupvariance+ π

2/3(3.29)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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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기초모형 분석 결과:학교(집단)
Coefficient SE z P>|z| 95% CI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intercept -3.0292 .15934 -19.01 0.000 -3.341~-2.717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lnsig2u -1.795 .8008 -3.365~-.225
sigma_u .40757 .1632 .186~.893
Rho .048 .0366 .010~.195
Model
Likelihood -324.068
χ
2(p-value) 3.40(0.033)

222)))모모모형형형222:::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모형2에서는 집단(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개인수준 즉 아동 변수들
의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개인수준 요인인 성별,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신체상 만족도,운동격려 지지망,아버지의 교육수준의 독립변수가 투입이 되
었다.
<표 24>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임의효과

인 학교수준 분산(sigma_u2)이 .2414이며 전체 분산 중 학교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인 Rho=0.068로 우도비 검정결과(χ2=4.90,p=.013)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즉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아동의 비만위험도에 대한 학교 간 특성이 6.8%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므로,비만위험도에 대한 학교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학
교수준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수준 독립변수 각각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요인인 성별

(p<.0001),게임 및 컴퓨터 사용시간(p=0.014),신체상 만족도(p=0.002),대인관계 요
인인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p=.020)인 경우,운동격려 지지망(p<.00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비만일 확률이 2.737배 더 높
고,게임 및 컴퓨터 사용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비만일 확률이 1.213배 더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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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신체상 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비만일 확률은 0.885배,아버지의 교육수
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0.315배 더 낮으며,운동격려 지지망이
높을수록 비만일 확률이 1.37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모형2:개인수준 변수가 투입된 모형 분석 결과

Oddsratio SE z P>|z| 95%CI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intercept -1.9455 .7364 -2.64 0.008 -2.849~-0.007
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성별
남자
여자(기준)

2.737 .7499 3.67 0.000 1.599~4.682

게임/컴퓨터 사용시간 1.213 .0946 2.46 0.014 0.038~0.354
신체상 만족도 .885 .0349 -3.12 0.002 0.818~0.955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아버지 교육수준
대학원졸 .498 .2660 -1.31 0.192 0.154~1.106
대졸 .315 .1560 -2.33 0.020 0.119~0.831
고졸 .420 .2108 -1.73 0.084 0.157~1.123
중졸이하(기준)

운동격려 지지망 1.377 .1170 3.75 0.000 1.165~1.627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lnsig2u -1.4213 .7286 -2.849~-0.007
sigma_u .49132 .1790 0.2406~.1.003
Rho .068 0.017~0.234

Model
Likelihood -281.239
χ
2(p-value) 4.9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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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모모모형형형333:::MMM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sssmmmooodddeeelll

모형3은 종속변수인 비만을 설명하는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와 집단수준의 독립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으로 mixedeffectsmodel이다.모형2에 집단수준 독립
변수인 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 다
섯 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형3의 다수준 분석 결과인 <표 25>를 보면 임의효과에서 개인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 집단수준 분산은 거의 0에 가까워서 더 이상의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ho값에 대한 우도비 검정 결과(χ2=0.00,
p=1.000)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수준 변수인 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의 경우 아동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수준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이는 아동의 비만위험도에 대해 집단수준인 학교 간 특성의
효과는 이들 학교 변수에 의해 모두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수준 독립변수 각각의 고정효과는 모형2의 결과와 유사하게 모두 유의하였

으며,학교수준 독립변수의 고정효과는 개인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학교 소재
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학교 소재지가 경기도에 비해 서울시인 학교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0.323
배(p=.007)더 낮았으며,학교운동시설수가 한 개인 학교에 비해 두 개 이상인 학교
에서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2.940배(p=.012)더 높았다.주당 체육수업시간이 2시간
이하인 학교에 비해 2.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인 학교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은 0.216
배(p=.004),3시간 이상인 학교는 0.352배(p=.010)더 낮았다.급식 지방량은 13g이하
인 학교에 비해 13.5g에서 15.0g인 학교에서 비만일 확률이 2.765배(p=.035),15.5g
이상인 학교는 2.354배(p=.025)더 높았다.전체 학급수가 36학급 미만인 학교에 비
해 36학급 이상인 학교의 학생이 비만일 확률이 5.731배(p=.001)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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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모형3: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변수가 투입된 모형 분석 결과

Oddsratio SE z P>|z| 95%CI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intercept -2.9080 .8888 -3.27 0.001 -4.650~-1.166

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성별
남자
여자

2.815
기준

.7758 3.75 0.000 1.640~4.831

게임/컴퓨터 사용시간 1.219 .0966 2.50 0.012 1.044~1.424
신체상 만족도 .885 .0356 -3.04 0.002 0.818~0.958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아버지 교육수준
대학원졸 .486 .2630 -1.33 0.182 0.168~1.404
대졸 .301 .1515 -2.38 0.017 0.119~0.831
고졸 .392 .1982 -1.85 0.064 0.145~1.056
중졸이하 기준

운동격려 지지망 1.400 .1205 3.91 0.000 1.183~1.658
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
학교소재지
서울시 .323 .1343 -2.72 0.007 0.143~0.730
경기도(기준)

학교운동시설 수
2개 이상 2.940 1.2652 2.50 0.012 1.264~6.833
1개(기준)

체육수업시간
≥3시간 .352 .143 -2.57 0.010 0.159~0.780
2.2~3시간미만 .216 .116 -2.85 0.004 0.075~0.619
≤2시간 기준

급식 지방량
≥15.5g 2.354 .957 2.11 0.025 1.138~6.719
13.5~15.0g 2.765 1.253 2.25 0.035 1.060~5.225
≤13g 기준

전체 학급수
≥36학급 5.731 3.142 3.19 0.001 1.957~16.782
<36학급 기준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sch:identity
sd(_cons) 5.02e-09 .1655 0~․
Rho .

Model
Likelihood -270.555
χ
2(p-value) 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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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의의의

아동의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비만은 예방이 중요하고,
장기적 효과 측면에서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등의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
음에도 국내에서는 아동 비만에 대한 개인적 요인과 가정,학교 등의 환경적 요
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비만과 생태
학적 요인인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관련성을 확인하
고,비만에 대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요인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여,환경적 접근
을 통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본 장에서는 대상 아동의 비만과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수준,아동 비만과
생태학적 요인의 관련성,아동 비만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
직적 요인의 비만에 대한 효과의 차이,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비비비만만만,,,식식식이이이섭섭섭취취취 및및및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수수수준준준

111...학학학령령령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비비비만만만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만여부는 Cole등(2000)이 제시한 소아비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정의를 근거로 하였으며,2007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의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참고치로 85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을 ’
과체중‘,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과체중은 12.4%,비만은 6.6%이었으며,남학생의 비만은 7.8%,여학생의 비만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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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원 등(200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
장도표를 기준치로 사용하여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을 분석하였는데,7~12세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만 유병률은 9.4%,여학
생의 비만 유병률은 7.7%였으며,1997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1998년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비만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강희태 등(2006)의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초등학교 5학년의 과체중은 14.5%,비만은
10.7%였으며,신나영(2006)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이 13.4%,과체중은 12.2%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비만 유병률이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비만 분류

기준으로 사용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가 비만이 급증한 2005년 측
정 자료가 포함되어 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 백분위수가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 자
료에 비해 높아졌으며(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선행연구에서 비만 분
류를 위해 사용한 평가 도구가 대부분 비만도 혹은 체질량지수의 두 가지 다른 방법
중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비만 선별진단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국제적으로 아동의 비만 정의에 체질량 지수 사용을 권
장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비만 선별도구로 체질량 지수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본다.
HealthPlan2010에서는 2010년 소아 비만 유병률을 10%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간결과 발표자료(보건복지가족
부,2008)에 의하면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 제정사업 결과에서 12세의 비
만 유병률이 1997년 12.1%에서 2005년 21.7%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물론
비만 유병률의 증가가 비만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
지만 많은 연구결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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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식식식이이이섭섭섭취취취 및및및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수수수준준준

아동의 비만은 에너지 소비에 비해 고에너지 혹은 고지방 섭취 과다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은 아동의 에너지 균형
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식이섭취는 선행연구에서 아동 비만과 관련된 식이섭취

요인으로 보고된 채소와 과일,지방식,탄산음료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채소 및 과일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29.9%,과일은 19.3%,채소는

27.1%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탄산음료를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14.8%이었다.국내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로 아동의 식습관을 측정한 연구가
없었으며,Janssen등(2005)이 34개 선진국의 10~16세 아동과 청소년 137,593명을
대상으로 비만 유병률과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패턴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빈도를 측정하였다.그 결과 아동
청소년이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은 34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는
20.1%,가장 높은 나라는 51.5%였으며,하루 1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11.0%,가장 높은 나라는 52.5%였다.미국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각각 27.5%,29.9%였으며,캐나다는 각각 26.5%,52.5%였다.미국 및 유럽 등의 선
진국 아동․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섭취 수준과 본 연구대상 아동의 과일 및 채소
섭취 수준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대상 아동의 과일섭취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채
소 섭취는 보통 수준이었는데 아동의 과일 및 채소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Janssen등(2005)의 연구에서 하루 1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7.6%,가장 높은 국가에서는 53.1%였으며 미국은 42.4%,캐나다는 21.8%였
다.이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은 14.8%로 매우 낮은 수준이
었다.체중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 및 과일은 많이 섭취하고,과도한 지방
식과 탄산음료 섭취는 제한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채소
및 과일 섭취량이 매우 적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신체활동으로는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일,주중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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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학교체육수업일을 측정하였다.Welk,Corbin
과 Dale(2000)은 아동의 신체활동 특성을 연구한 논문 결과를 근거로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활동 패턴은 비교적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성인과 다르게,즉흥적이며 중등도 및 고강
도 활동이 짧고 간헐적이며,놀이 형태의 비구조화된 활동이 많으므로 아동의 신체활
동은 간헐적인 신체활동의 축적된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편 미
국의 NNNationalAssociationforSports& PhysicalEducation(NASPE)은 부모,교
사,건강관리전문가 등을 위해 5~12세 아동에게 적합한 신체활동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첫째,아동은 최소한 하루 60분 이상 일주일의 대부분(5일 이상)을
연령에 맞는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보낸 시간으로 축적해야 하며 둘째,
2시간 이상의 좌식활동(TV 시청,비디오게임,컴퓨터 사용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COPEC,2004).본 연구대상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은 이러한 지침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신체활동 조사결과에서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일이 주 5일 이상인 아동은

21.0%(평균 2.6일),주중 하루 3시간 이상 TV시청을 하는 아동은 32.8%(평균 2시
간),주중 하루 2시간 이상 게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39.1%(평균
1.48시간)로 나타났다.Janssen등(2005)의 연구에서는 34개국의 하루 60분 이상 신체
활동일이 주 5일 이상인 비율은 최저 19.3%에서 최고 49.5%였으며,하루 3시간 이상
TV시청 비율은 최저 24.0%에서 최고 62.0%,2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 비율은 최저
15.7%에서 최고 47.9%였다.미국은 5일 이상 신체활동일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
으며,하루 3시간 이상 TV 시청 비율은 46.7%,2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 비율은
30.8%였으며,캐나다는 각각 44.9%,43.2%,38.0%였다.본 연구 대상자와 선진국 아
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을 비교해보면 신체활동일은 선진국 아동․청소년의 절
반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TV시청 시간은 미국,캐나다에 비해 적었고,컴퓨
터 사용 시간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다.
국내에서는 신체활동의 경우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해 조사한 연구

는 있었으나,아동의 신체활동 특성에 적합한 하루 동안 60분이상의 축적된 신체활
동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소년 신체활동 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 일주일간 평소보다 숨,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신체활동을 1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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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상 주 5회 이상 실시하는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2~14세 남자는 10.1%,여자는
4.2%,전체 7.4%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등도 신체활동 실시율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중 하루 TV시청은 평균 2시간,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은

평균 1.48시간이었는데,초등학교 5~6학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TV시청은
2.4시간,일일 평균 컴퓨터 사용은 1.3시간(양경희 & 김영희,2004),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서는 10~14세의 주중 TV시청은 1.92시간,주중 게임이나 컴퓨터 사
용은 1.3시간으로(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 아동의 과일 및 채소섭취와 신체

활동 수준은 선진국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특히 신체활동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Plan2010에서는 2010년까지 청소년 남녀의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16%,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40%,영양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과일과 채소 섭취를 1일
500g이상 섭취하는 인구를 50.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아
동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지 않았다.그러므로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과 과일 및 채소
섭취량 증가를 위해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과 영양에 대한 권장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측정 도구는 미국 CDC에서 개

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YRBS질문지 문항을 사용하였는데,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 대단
위 조사연구에 적합하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특히 식이섭취 측정 방법의
하나인 과일 및 채소,고지방 식품의 한두 가지 식이 요소만 사정하는 ShortDiet
Screeners는 YouthRiskBehaviorSurveillanceSystem,AddHealthStudy등의 식
이가 일차적인 초점이 아닌 대규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대중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도구의 타당성 측면에서 과일 및 채소는 여섯 문항의 다소 긴 문항으로 사
정하여 타당할 수 있지만,두 세 문항의 고지방 식이는 총지방소비량과 지방의 종류
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여 해석상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Johnson-Taylor&
Everhart,2006).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규모 조사 연구에 적합한 아동의 식이
섭취와 신체활동 측정 도구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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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생생생태태태학학학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111...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과 비만의 관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연령,체중조절 노
력,주관적 체형인식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비만이 7.8%로 여학생의 5.4%에 비해 더 많았고,연령에서는 10

세의 비만이 11.8%로 가장 많았다.본 연구와 동일하게 아동의 비만을 정의한 강희태 등
(2006)은 경기도 군포시 5학년 초등학생 4,04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비
만 유병률(11.8%)이 여학생의 비만 유병률(9.4%)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Veugelers와 Fitzgerald(2005b)가 케나다 NovaScotia의 242개 공립학교 5학년 학생
4,2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만 유병률은 남학생(10.9%)이 여학생(9.0%)보
다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체중상태는 비만군에서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현 체중유지’와 ‘아무노력도 하지 않다’는 정상체중군이 가장 많았다.자
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비만군은 자신을 ‘약간 비만이다’는 58.7%,‘매우
비만이다’는 35.8%로 비만인 아동은 대부분 자신을 비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정
상체중군의 경우에도 ‘비만이다’로 인식하는 아동이 11.3%였다.비만 아동은 대체로 자신
의 체중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내적 요인 중 식이섭취와 비만의 관계에서 과일 및 채소,탄산음료,지방식 섭

취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비만군에서 탄산음료,지방식을 1일 1
회 이상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ield등(2003)과 Janssen등
(2005)의 연구에서도 식이섭취를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는데 비만은 과일과
채소 섭취,탄산음료 섭취와 관련이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탄산음료와 지방식 섭취에
대해 빈도에 대한 정보만 조사하여 실제 섭취량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어 에너지 총
섭취량이 통제되지 않았고(Johnson-Taylor& Everhart,2006),비만 아동이 정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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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동보다 지방식 등의 음식섭취 빈도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경향
(Garauletetal.,2000;Heitmann&Lissner,1995)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활동과 비만의 관계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일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비만 아동이 일주일동안 5일 이상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이는 아동의 신체활동과 운동 수준이 낮을수록 BMI가 더 높고 비만상
태라고 보고한 연구결과(Cory,2007;Janssenetal.,2005;Obaraneketal.,1994)와
는 상반되는 결과이다.그러나 백설향(2008)은 아동의 신체활동 혹은 운동,좌식활
동을 주제로 한 15편의 국내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만 아동들은 운동을
더 규칙적으로 하거나 매일 하고,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반면에 정
상체중 아동들은 비만아동에 비해 운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적고,정상 아동들의
42~46%가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운동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동의 좌식활동으로 주중 TV 시청시간은 비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 아동에서 3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주중 컴퓨터
및 게임 사용 시간은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비만 아동이 2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분석과정에서 주중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변수를 명목화하지 않고 등간척도로 분석 한 경우에는 정상체중 아동보다 비만
아동이 컴퓨터 및 게임 사용을 더 많이 하여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TV시청 시간은 좌식생활을 나타내는 좋은 독립적 지표로(Dietz&Gormaker,1985;

Goranetal.,1997;Hernndezetal.,1999)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강희태 등,2006;백설향,2008;윤군애,2002;이태용 등,2006;
이진복 등,2000;Cory,2007;Gableetal.,2007;Gortmakeretal.,1996;Hernndezetal.,
1999;Janssenetal.,2005),아동의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일부 있었다
(김미숙 등,2008;양경희 &김영희,2004).
본 연구에서 TV 시청 시간은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 중 오락성 컴퓨터 사용 시간은 비만과 연관성이 있으며(백설향,2008;Arluk,
Branch,Swain,& Dowling.,2003;Subrahmanyam etal.,2000),주중에 하루 60분,
주말에 9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동은 식사속도가 빠르고 채소와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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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루에 1회 미만으로 적게 섭취하고 간식섭취를 더 자주하며,주말에 9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도가 더 높았다(김미숙 등,
2008).특히 비만 아동들은 주말에 TV와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
았는데(백설향,2008),본 연구에서는 주중 사용 시간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아동의 비만은 신체상 불만족,자존감 및 자아개념 저하,우울과 같은 사회 심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Dietz,2004;Ebbelingetal.,2002;
Kumanyikaetal.,2002).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의 신체상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은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비만 아동의 신체상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정
상체중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신나영,2006;우민지,2006;Franklin,
Denyer,Steinbeck,Caterson,& Hill,2006;Hilletal.,1994;Strauss,2000;Vander
Wal&Thelen,2000)와 일치하였다.비만 아동은 고학년일수록 사회적 자아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신체상 만족 수준이 낮아지며(우민지,
2006;이영미,2004),비만 아동의 신체상 불만족은 신체적 외모와 운동능력,또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 저하로 자아존중감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Franklinetal.,2006).아동의 비만과 신체상 불만족,자존감의 관계는 비만 아동의
바람직한 신체상 형성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222...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아동 비만과 관련된 대인관계 요인은 가족환경과 사회적 영향 요인으로 살펴
보았다.먼저 가족환경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아버지의 교육수준,어머니의
체형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정상체중 아동에서는 30대가 많았고,과체중과 비만 아동에서

는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정상체중 아동에서는 대학
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과체중과 비만 아동에서는 중학교 졸업이하가 더 많았다.



- 82 -

부모의 직업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상체중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은 관리직/전문직,사무직이 많았고,비만 아동은 노무직/기능생산직
이 많았다.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 비만 위험이 높으며,아버지가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비
만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강희태 등,2006;윤군애,2002;Hardy
etal.,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신체활동
수준이 더 낮고,건강한 식이섭취 기회가 부족하여(Vilhjalmsson& Thorlindsson,1998;
Gottlieb&Chen,1985)아동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비만과 아동 비만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체형을

조사하였으며,어머니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식한 아동에서 비만과 과체중이 유의
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강희태 등,2006;윤군애,
2002;이태용 등,2006;Strauss& Knight,1999;Wang,Patterson& Hills,2002).
Johnson-Taylor와 Everhart(2006)는 비만인 부모의 식이섭취는 간식이나 탄산음료
섭취 빈도 등에 있어 비만인 아동의 식습관과 유사하며,아동의 음식섭취 환경을
정상체중인 부모와는 다르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과 함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은 과체중 혹은 비만이 될 가능

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체중상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가족과의 주말 여가활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정상체
중 아동에 비해 비만 아동에서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
Sen(2006)은 NLSY97(NationalLongitudinalStudyofYouth)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저녁식사 빈도와 청소년의 체중상태를 분석하였는데 백인에게서만 가족 저
녁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과체중 위험이 낮았는데,이러한 인종 및 문화적 차이는
가족식사에서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것은 단편적인 측정방법이 부분
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즉,가족과의 식사의 경우 식사 횟수만을 측정하
였으며,가족과의 여가활동 시간의 경우에도 이야기하기,TV 시청 및 비디오 보
기,독서 등의 정적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족식사의 질이나
가족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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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가족기능이 가족환경으로서 아동에게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족기능과 아동 비만의 관계를 조사하였다.조사결과
역기능 가족으로 평가한 아동은 8.0%로 매우 낮았고,대부분의 아동이 건강하거나 보통
의 가족으로 평가하였으며,역기능 가족은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김진경,송
윤미,김선영과 정지인(200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비만의 관계를 연구하
였는데 한국형 가족기능점수는 정상체중과 비만 및 과체중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기능과 비만이 관련이 있었으나,FamilyAPGAR로 사정한 가족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ibson등(2007)의 연구에서도 낮은 가족기능 특성과 아동의
비만은 관련이 없었는데,이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20~30년 전 아동 비만이 유행하
지 않았을 때는 비만 아동은 비교적 비지지적 가족 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최근
들어 아동 비만은 훨씬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개인의 신체활동 및 식습관 형성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

변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
사회적 규범의 형태가 있으며(Emmonsetal.,2007),사회적 영향은 아동 비만의 주
요 원인이 되는 식이섭취와 신체활동 발달에 작용하여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영향 변수 중 사회관계망 크기인 가족수와 친구수,

운동격려 지지망,친구지지 요인이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사회관계망 크
기에서 전체 크기는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전체 크기의 하위요소인 가
족수는 과체중과 비만 아동이 더 적었으며,친구수는 과체중 아동에서 더 많았다.
사회적 지지망에서는 운동격려 지지망이 비만 아동에서 가장 높았다.비만 및 과
체중 아동에서 가족수가 더 적게 나온 결과를 통해 신체활동이나 과일 및 채소
섭취 등의 건강행위에 부모,형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역할모델,격려
등의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Cullenetal.,2001;Reynoldset
al.,1990).또한 정상체중 아동보다 비만 아동에서 운동격려 지지망이 더 높은 것은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 간에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Sallisetal.,2000).운동격려 지지원의 65.5%가 부모인 것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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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만 아동에 대한 체중관리를 위해 부모들이 아동의 운동을 적극 격려하고 있는 결
과로 생각된다.
박지현과 오경옥(2000)은 충북지역 7개교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정상체중

아동과 비만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였는데,정상체중 아동이 비만 아동에 비해
사회적 지지 제공자 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 특히 친구 수가 비만 아동에 비해 더
많았는데 아동 후기로 갈수록 가족보다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증가하고 친구가 상대적
으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한편 이지연과 위광희(2000)는 사회적 지지망
연구에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연령에서는 부모보다 친구가 사회적
지지원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본 연구에서 정상체중 아동과 비만 아
동보다 과체중 아동의 친구수가 더 많았는데,이는 초등학생의 운동이나 식습관에는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한 사회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 및 교사의 정서적 지지에서 과체중과 비만 아동은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친

구지지점수가 낮았으며,교사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우민지(2006)는 5,6학년
비만 아동들은 정상체중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계 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아 고학년이
될수록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교사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비만 아동의 친구지지가 낮은 것은 자기용
모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곤란을 느끼며
(이지훈,1986),고학년이 될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각이 낮아져 정상체중 아
동에 비해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한 결과(우민지,2006)일 수 있다.

333...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과과과 비비비만만만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매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을
교육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 학급담임교사는 매일 하루에 6시간 이상 아동을 지도하며 함께

보내므로,교사의 건강행위와 비만에 대한 태도 등이 학생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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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비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연구결과 교사요인은 아동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반면,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학교운동시설수,급식 열량,
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학급평균 BMI가 아동 비만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학교 소재지,주당 체육수업시간은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학교운동시설 수가 2개 이상인 학교에서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비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관련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2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비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학교운동시설수가 더 많고,비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비만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학생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만 및 과체중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며
(강재헌 등,2006),연구대상 19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에서 줄넘기,아침건강달리기
등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비만 아동
이 많은 학교에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등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학급수가 36학급 미만인 학교에 비해 36학급 이상인 규모가 큰 학교에서 비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학교평균 BMI가 높은 학교에서 비만 아동이 더 많았다.
학교 규모와 아동의 비만 등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학교 규모
와 아동 비만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있으나,학교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보건교
사 대비 학생 수가 많게 되므로 보건교사의 직접적인 관리의 부족과 학생의 운동시설 이용
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의 주당 체육수업시간이 2.2시간이상에서 3시간미만과 3시간이상인 학교에 비해

2시간이하인 학교에서 비만 아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선행연구에서 학교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감소하였
으며,상대적으로 체육시간이 많을수록 과체중과 비만이 적었으며,학교에서 규칙적
인 신체활동을 하는 아동의 BMI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결과
(Cory,2007;Pérez,2003;Veugelers&Fitzgerald,2005a)를 지지하는 것이다.
Datar와 Strum(2004)은 미국의 초등학교 체육교육수업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EarlyChildhoodLongitudinalStudy-KindergartenClass(ECL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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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자료를 분석하였는데,주당 체육교육수업이 한 시간 증가할 경우 여학생의
비만이 감소하였으며,따라서 새롭게 개발한 중재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인 학교체
육수업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는 아동이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학교에
서 체육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아동은 신체활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낮을 수 있으
므로(Myersetal.,1996),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시행되는 체육수업시간은 아동 비만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상 사교육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아동은 방과 후에

학원 혹은 가정에서 학습관련 활동으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저녁
시간 이후에도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관련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비만 아동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많다고 하였다(백설향,2008).이와 같이 많은 아동이 방과 후
좌식생활 위주의 생활을 하므로 학교체육수업시간을 통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신체활
동 수준을 증진시켜야 한다.
미국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인 HealthyPeople2010에는 규칙적인 운동실천 뿐만

아니라 ‘주중 2시간 이하의 TV시청 청소년의 비율 증가‘,‘1마일 이하 거리 도보 통
학,2마일 이하 거리 자전거 통학 비율 증가‘,‘청소년 중 매일 학교체육교육에 참여하
는 비율 증가‘,그리고 ’전학생이 매일 학교체육교육 참여를 실천하는 학교의 비율 증
가‘등 학생 개인단위 및 학교 단위의 일상생활관련 신체활동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2010에서는 청소년의 규칙적인
중등도 및 고강도 운동 실천율만 지표로 제시하고 있고,아동의 신체활동 지표 및 학
교체육교육 등 학교단위의 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
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아동 개인 및 학교단위의 실천 지표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급식 열량이 550kcal이하인 학교보다 591Kcal이상인 학교에서,그리고 급식 지방량이

13g이하인 학교보다 15.5g이상인 학교에서 비만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
교급식은 아동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학교급식 프로그램과 아동 식습관의 관
계를 검증한 중재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지방섭취와 과일 및 채소 섭취는 학
교점심급식의 영향을 받으며(Hearnetal.,1998;Luepkeretal.,1996),학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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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섭취,자판기 사용이 가능한 5학년 아동에서 BMI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ry,2007).
본 연구대상 학교에서 5,6학년 아동에게 비만을 주제로 교육한 보건교사의 보건

교육시간은 학기당 1시간이하인 학교는 57.9%,학기당 평균 교육시간은 1.66시간으
로 매우 적었으며,2시간 이상인 학교에서 비만 아동이 더 많았으나 유의한 관련은
없었다.문정순,송경애와 이종은(2005)이 전국 초등학교 보건교사 62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교사의 연간 총 보건교육시간은 평균 96.8
시간(주당 약 3시간)이었으며,비만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 내용은 전혀 없었고,영양,
성장발달 등의 관련내용이 있을 뿐이었다.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비만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시간이 매우 적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비만 아동 비
율이 높은 학교에서 비만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학교
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만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비만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
로 아동 개인의 운동과 식습관 변화를 위한 보건교육과 이차예방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아동 비만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학교차원의 일차적인 비만
예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교과내용 편성에 전체 학생 대상의 비만을 단일
주제로 하는 내용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교 비만예방프로그램으로 유명한 'PlanetHealth'는

체육교사 및 주요과목 교사들이 보건교육에 참여하였는데,‘TV시청 및 컴퓨터 사용을
하루에 2시간미만으로 감소’,‘모든 학생에게 행동수정요법을 통한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증가’,‘고지방음식 섭취 감소’,‘과일 및 채소 섭취 증가’의 4가지 주제를 수
학,과학,사회,체육,국어 등 주요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각 주제 당 한 시간씩 보건교육
을 2년 동안 실시하여,비만 유병률이 크게 감소하였다(Budd&Volpe,2006;Gortmaker
etal.,1999).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초등학교 보건교육시간이 총
274시간(김영주 & 김정순,2003)이지만 보건교사가 실시하는 평균 96.8시간 외의 시간
은 교사 및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문정순 등,2005)개선이 필
요하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에 약 6시간 이상을 보내고 매일 1~2끼 식사를 하고 보건교사와

체육교육이 있기 때문에 일차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Story,1999),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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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아동의 식습관 및 신체활동 습관과 관련하여 아동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환경(David& Birch,2001)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아동 비
만예방을 위해서 체육수업,학교급식,운동시설,보건교육 등의 학교환경 개선이 필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CCC...비비비만만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인인인의의의 내내내적적적 요요요인인인,,,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조조조직직직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의 효과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은 개인수준,
조직적 요인은 집단수준의 two-levelmodel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다수준 분석을 하였다.
기초모형 분석결과,아동의 비만위험도를 설명하는 전체분산 중 집단(학교)수준

분산이 4.8%를 차지하여,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산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이는 집단 간 특성에 따른 변이가 존재함으로 집단수준까지도
모형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어 다수준 분석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개인수준 변수가 투입된 모형2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비만위험도에 대해 집단수준의 임의효과가 6.8%였으며,이는 아동의 비만
위험도를 설명하는 개인수준 변수 외에도 학교수준의 효과가 더 존재함을 의미한
다.개인수준 변수가 투입된 모형의 고정효과에서는 성별,게임 및 컴퓨터 사용시
간,신체상 만족도,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운동격려 지지망이 모두 유
의하였다.
개인수준 및 집단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3에서는 추가적인 집단수준의 임

의효과는 거의 없었으며,학교 소재지,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급식 지방량,
전체 학급수의 집단수준 변수는 개인수준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개인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 고정효과는 개인수준과 집단수
준 변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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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변수 각각의 고정효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OR=2.737),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많을수록(OR=1.213),운동격려 지지망 정도가 높을수록(OR=1.377)
비만일 확률이 높았으며,신체상만족도가 높을수록(OR=.885),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에 비해 대졸인 경우(OR=.301)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다.학교수준 변수 각
각의 고정효과에서는 학교 소재지가 경기도에 비해 서울시인 학교(OR=.323)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으며,학교운동시설 수가 한 개인 학교에 비해 두 개 이상인 학
교(OR=2.940),급식 지방량이 13g이하인 학교에 비해 13.5g에서 15.0g인 학교(OR=2.765)와
15.5g이상인 학교(OR=2.354)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높았으며,주당 체육수업시간이 2시
간이하인 학교에 비해 2.2시간에서 3시간미만인 학교(OR=.216)와 3시간이상인 학교
(OR=.352)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으며,전체학급수가 36학급이상인 학교
(OR=5.731)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수준 분석을 적용한 연구로는 간호사의 간호성과,한국인의 건강행위,

대사성증후군,노인요양시설의 삶의 지표(고유경,2006;김명희,2003;김지미,2003;
이승희,2006)등이 있으나,비만을 주제로 다수준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국외의 경우에도 다수준 분석을 시행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와 비슷한 Cory(2007)의 연구에서는 EarlyChildhoodLongitudinalStudy

-KindergartenClass(ECLS-K)국가자료를 사용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이 아
동의 BM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수준 모형의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였다.연구결
과 Unconditionalmodel에서 학교환경에 의해 설명되는 아동의 BMI변이를 나타
내는 ICC는 유치원에서는 .03,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04,5학년에서는 .06이었으며,
아동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Conditionalmodel에서는 학교환경에 의해 설명되는 변
이(ICC)는 유치원은 .03,초등학교 3학년은 .02,5학년은 .03이었다.즉 학교에서 보
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 비만에 대한 학교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비만에 대한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해주었다.Mosunic(2004)은 Tennessee주
Nashville시에 있는 3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67명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체
중상태(BMI)예측요인으로 개인수준,대인관계(가족)수준,조직(학교)수준,지역사
회수준,정책수준의 5수준의 생태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자료의 제한으로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censustract의 28개 지역)에 대해서만 다수준 분석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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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029로 제한적이지만 지역사회수준의 체중불만족과 개인의 폭식행동과의 관련
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 개인의 비만 여부에 대해 학교수준에 의해 설명되

는 분산이 기초모형에서는 전체분산의 4.8%,개인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전체분산
의 6.8%로 아동 비만에 대한 학교환경의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학교운동시설
수,체육교육시간,급식 지방량,전체 학급수 등의 학교환경 변수는 이제까지 국내
에서 아동 비만 관련요인으로 연구된 바 없으며,본 연구를 통해 아동 비만과 관련
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이는 아동의 개인적 요
인뿐만 아니라 체육수업,학교급식,보건교육,학교시설 등의 학교환경 개선에 초점
을 둔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건강증진 정책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Story(1999)는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습관 향

상,건강한 체중 달성을 목표로 보건교육,체육수업,학교급식서비스,학교보건서
비스,학교영양환경,학교상담,학교건강증진,가족과 지역사회연계의 8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모델을 제시한바 있으며,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
을 점차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IOM,2005).
앞으로 학교에서는 기존의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에 초점을 둔 이차예방 프로

그램에서 확장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예방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이 성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아동 비만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인 학교를 기반으로 한 체육교육,보건교육,학교급
식서비스 등의 학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정책반영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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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생태학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본 연구대상의 집단 수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19개 학교로 다수준 분석에서 정확
한 추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집단크기이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
은 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집단크기를 가능한 더 크게 하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
가 있다.

3.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자가 보고의 방법으로 측정하였기 때
문에,자가 보고의 방법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4.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였으므로,시간적 전후관계의 판단이 어
려워 아동 비만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을 추정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간호이론 측면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결과를 생태학적

모형에 통합하여 국내 아동의 비만관련 요인을 검증함으로써,아동의 비만을 설명
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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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연구 측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의 비만관련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여,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환경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
하여 아동 비만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3.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비만 고위험 아동에 대한 식이,운동,행위수정요

법의 개인중심의 중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가족의 지지와 체육수업,학교급식,
학교시설,보건교육 등 학교환경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과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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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생태학적 모형에 적용하여 개
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개인의 내적 요인,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이 아동 비만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자료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국공립초등

학교 19개 학교의 52개 학급에 속한 5,6학년 학생전수를 집락표집으로 표출하여,학생
1,644명,학급담임교사 52명,보건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질문지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일원분산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STATA IC10.0프로
그램으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의 비만은 6.6%,과체중은 12.4%였으며,아동의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수
준에서 채소 및 과일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29.9%였으며,탄산음료를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14.8%,지방식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아동은
10.4%이었다.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일이 주 5일 이상인 아동은 21.0%(평균
2.6일),주중 하루 3시간 이상 TV시청을 하는 아동은 32.8%(평균 2시간),주중 하
루 2시간 이상 게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아동은 39.1%(평균 1.48시간)이었다.

2.아동의 비만 관련 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의 내적 요인 변수는 성별(p=.003),
연령(p=.005),체중조절노력(p<.0001),주관적 체형인식(p<.0001),하루 60분 이상 신
체활동일(p=.037),신체상 만족도(p<.0001),자아존중감(p<.0001)이 유의한 관계가 있
었으며,주중 컴퓨터 및 게임 시간(p=.061)은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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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의 비만 관련 대인관계 요인 변수는 어머니의 연령(p=.035),아버지의 교
육수준(p<.0001),어머니의 체형(p<.0001),사회관계망 크기 중 가족수(p=.038)와 친
구수(p=.015),운동격려 지지망(p<.0001),친구지지(p=.003)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4.아동의 비만 관련 조직적 요인 변수는 학교운동시설수,급식열량(p=.029),급
식 지방량(p=.023),전체 학급수(p=.003)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학교 소재지
(p=.059),주당체육수업시간(p=.055)은 경계성 유의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5.학령기 아동 개인 간 비만의 변이에 대해 집단수준이 설명하는 임의효과는
4.8%로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개인수준),조직적 요인(집단수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개인수준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집단수준인
학교환경 특성이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임의효과는 6.8%이었다.개인수준 및 학교
수준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는 추가적인 집단수준인 학교의 임의효과가 없었으며,개
인수준 변수의 고정효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OR=2.815,p<.0001),게임 및 컴
퓨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OR=1.219,p=.012),운동격려 지지망이 높을수록(OR=1.40,
p<.0001)비만일 확률이 높았으며,신체상 만족도가 높을수록(OR=.885,p=.002),아버
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보다 대졸인 경우(OR=.301,p=.017)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
다.학교수준 변수의 고정효과에서는 학교 소재지가 경기도에 비해 서울시인 학교
(OR=.323,p=.007)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으며,학교운동시설 수가 한 개인 학
교에 비해 두 개 이상인 학교(OR=2.940,p=.012)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높았다.
주당 체육수업시간이 2시간이하인 학교에 비해 2.2시간에서 3시간미만인 학교(OR=.216,
p=.004)와 3시간이상인 학교(OR=.352,p=.010)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낮았으며,급
식 지방량이 13g이하인 학교에 비해 13.5g에서 15.0g인 학교(OR=2.765,p=.035),15.5g이
상인 학교(OR=2.354,p=.025),전체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인 학교(OR=5.731,p=.001)의
아동이 비만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비만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효과만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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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수준의 효과를 확인하고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변수의 효과의 차이를 제시하였
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가족 등의 대인관계 요인과 학교
환경 특성이 아동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학령기 아동 개인의 비만여부에 대한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
(개인수준),조직적 요인(집단수준)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학령기 아동 비만의
개인 간 차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가족 등의 대인관계 요인,조직적 요인인 학교
환경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가족 등의 지지와 학
교를 기반으로 체육수업,학교급식,운동시설,보건교육 등의 학교환경 개선에 중
점을 둔 포괄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이를 위한 정책반영이 필요
하다.

BBB...제제제언언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대한 추후 연구
방향과 간호실무 및 정책반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11...연연연구구구

1)본 연구에서는 아동 비만과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 중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
인은 개인수준,조직적 요인은 집단수준 요인의 2수준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후속
연구에서는 McLreoy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의 5가지 요인에서 지역사회환경 요인을 포
함하여 아동 수준,학교 수준,지역사회 수준의 3수준의 다수준 모형으로 확대하여 적용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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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cLeroy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에 따르면 각 수준 요인들 간에는 상호작용을 통
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개인의 내적 요인인 신체활동 및 식이섭취에 대한 대인관
계 요인,조직적 요인,지역사회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식이섭취 및 신체활동 측정 도구는 간결하여 대규모
조사연구에 적합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유용성이 검
증된 연구가 없다.특히 식이섭취에서 고지방식품으로 돼지고기와 기름으로 조리한 음
식 2항목으로 측정하여 총지방소비량과 지방의 종류를 사정하는 데는 타당성이 부
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ShortDietScreeners개발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4)다수준 분석에서는 정확한 추정을 위해 집단크기가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수의 학교
를 대상으로 학교집단 크기를 크게 하여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횡단적 조사방법은 원인적 연관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비만과 관
련된 행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코호트 자료의 구축을 통한 종단적 연구가 필
요하다.

222...실실실무무무

1)본 연구결과 개인의 내적 요인인 성별,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신체상 만족
도,대인관계 요인인 아버지의 교육수준,운동격려 지지망,조직적 요인인 학교운
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학교급식 등의 학교환경 특성이 아동 비만과 관련이 있
었으므로,기존의 비만 고위험 학생의 행위변화에 초점을 둔 이차예방 프로그램에서
확장하여 학교급식,운동시설,체육수업 등의 학교환경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비
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2)본 연구결과 대인관계 요인인 가족의 사회적 영향이 비만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비만예방 프로그램 중 아동의 게임 및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과 신체활동 증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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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가족을 참여시키는 중재전략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3)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 비만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학교 및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아동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이에 학교보건담당자 및 소아비만 건강관리 전문가는 2007년 소아․청소
년 표준 성장도표 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비만 정의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333...정정정책책책

1)본 연구결과에서 학교환경 특성인 전체 학급수,학교운동시설수,체육수업시간,
학교급식이 아동의 비만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으므로,공공보건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운동시설 확충,주당 3시간
이상의 체육수업 확대,학교급식의 질 개선 등을 통한 일차예방이 강조되어야 하
며,더 나아가 학급규모에 따른 보건교사 및 체육교사의 배치기준 조정,초등학교
에서 중고등학교로 학교환경 개선이 연계될 수 있는 학교정책이 필요하다.

2)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생활실천 및 학교건강증진 영역에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및 영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평가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3)아동 비만을 주제로 한 학교보건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교과내용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교과에 비만을 단일 주제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또한 초등
학교 전 교과과정에 비만 관련 내용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학급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만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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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학학학 생생생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세요 ?

 

 이 설문조사는 초등학생 여러분의 평소     운운운동동동 및및및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 , , , 식식식습습습관관관 등등등
의의의 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과과과 가가가족족족 , , , , 친친친구구구들들들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등등등에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
니다 .

 응답하여 주신 정보는 학생 여러분들과 후배들에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응답하신 모든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 연구목적 이외
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 설문 조사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2008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 김 봉 정 드림
(연락처 : 010-****-****)

★★★★    이이이해해해가가가 안안안 되되되는는는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선선선생생생님님님께께께 질질질문문문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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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학학학 교교교 (         )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성성 별별별     ① 남 (   )     ② 여 (    ) 나 이  만 (      )세

주주주 소소소     (       )시 /도 (        )구 /시 (         )동

<<<<식식식습습습관관관>>>>

 다음 질문들은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동동안안안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하
루 중 집이나 , 학교 , 식당 등에서 먹은 모든 식사와 간식에 대해 생각하여 각 질문에 해당
되는 칸에 V표시 해주세요 .

문문문 항항항
1111주주주일일일 빈빈빈도도도

전전전혀혀혀
안안안먹먹먹음음음

1-31-31-31-3회회회
/1/1/1/1주주주

4-64-64-64-6회회회
/1/1/1/1주주주

1111회회회
/1/1/1/1일일일

2222회회회
/1/1/1/1일일일

3333회회회상상상
/1/1/1/1일일일

1. 오렌지주스 , 사과주스, 포도주스 등의 100% 과일주
스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과일맛 음료, 스포츠 음
료 제외)

2.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3. 시금치 , 깻잎 , 상추 , 풋고추 등의 녹색 채소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4. 당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5. 감자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감자튀김, 감자
칩 제외)

6. 당근 , 감자 , 녹색채소를 제외한 기타 채소류를 얼
마나 자주 먹었습니까?(무 , 콩나물 , 양배추 , 양파 등)

7. 탄산음료(콜라 , 사이다 , 환타 등)를 얼마나 자주 먹
었습니까?

8. 돼지고기 , 삼겹살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9.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튀김, 전, 볶음)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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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다음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체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 각 질문을 읽고 해
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

1. 지지지난난난 1111주주주일일일  동안 하루에     심심심장장장박박박동동동이이이 증증증가가가하하하고고고 숨숨숨이이이 차차차는는는 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을을을 60606060분분분 이이이상상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

(★하루 동안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숨이 차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한 시간을 모두 더한 시
간을 말합니다) 

①한적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6일 ⑧7일

2. 지지지난난난 1111주주주일일일 동안 주주주중중중에에에 하하하루루루 평평평균균균  몇 시간 TV를 보았습니까 ?

① 전혀 안 봄   ② 1시간미만 ③ 1시간 ④ 2시간 ⑤ 3시간 ⑥ 4시간 ⑦5시간 이상

3. 지지지난난난 1111주주주일일일  동안 주주주중중중에에에 하하하루루루 평평평균균균  몇 시간 컴퓨터 게임 , 비디오 게임 혹은 인터넷을
가지고 놀았습니까 ?

① 전혀 안함 ② 1시간미만 ③ 1시간 ④ 2시간 ⑤ 3시간 ⑥ 4시간 ⑦5시간 이상

4. 지지지난난난 1111주주주일일일  동안 학교 체육시간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한 날은 며칠 입
니까 ?

① 한적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5. 지지지난난난 1111주주주일일일  동안 걸었던 시간은 하하하루루루 평평평균균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등하교시간포함 , 이동
을 위해 걷는 것 , 운동을 위해 걷는 것 모두 포함 )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미만  ③ 1-2시간미만 ④ 2시간 이상

6. 평소 학학학교교교체체체육육육수수수업업업 시시시간간간을 좋아합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      ② 좋아한다 .          ③ 싫어한다 .      ④ 매우 싫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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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회회회적적적 영영영향향향>>>>

7. 7. 7. 7. 다음은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가가가장장장 친친친한한한 순순순위위위 (1)(1)(1)(1)부부부터터터
친친친한한한 사사사람람람과과과 자자자신신신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보보보기기기 1111을을을 참참참조조조하하하여여여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관관관계계계 모모모두두두 ), ), ), ), 성성성별별별 , , , , 나나나이이이 , , , , 체체체형형형 ((((보보보
기기기 2 2 2 2 참참참조조조 ))))을 적어주세요 .

8. 8. 8. 8. 위위위에에에 적적적은은은 순순순위위위 1 1 1 1 ~ ~ ~ ~ 10101010번번번 사사사람람람  중 지지지난난난 한한한 달달달 동동동안안안  어떤 사람이 아래의 내용들에 해
당되는지 해당되는 사람들의 순순순위위위번번번호호호를 전전전부부부  적어주세요 .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으로 적어주세요

문문문 항항항 번번번호호호적적적기기기
1. 나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거나 집밖에서 놀아준다 .

2. 내가 자주 운동하도록 격려해준다 .

3. 나에게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를 사준다 .

4. 내가 간식으로 과자나 탄산음료 대신에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먹도록
  격려해준다 .

5.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

6. 나와 친한 사람은 여가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7. 나와 친한 사람은 평소에 기름기 (지방 ) 적은 음식을 즐겨먹는다 .

8. 나와 친한 사람은 간식으로 과일을 즐겨먹는다 .

순순순위위위 관계 성별 나이 체형 순순순위위위 관계 성별 나이 체형

1111 6666

2222 7777

3333 8888

4444 9999

5555 10101010

※<보기1 : 관계의 예>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형제 ④ 할아버지/할머니 ⑤ 친척  ⑥ 학교친구 ⑦ 학원친구
 ⑧동네친구 ⑨ 특별부서 친구 (아람단 , 우주소년단 등 )

 ⑩ 담임선생님 ⑪ 학원선생님 ⑫ 종교모임친구 (교회 , 성당 등 )  ⑬ 기타

※<보기2: 체형 > 

① 매우 마른 편임 ② 마른 편임 ③ 보통임       ④ 약간 비만임     ⑤ 매우 비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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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

다음에 있는 문항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들과의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관한 것입
니다 . 현재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항목에 V로 표시해주세요 . 

문 항 거의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거의그렇지않다
1.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2. 나는 나의 가족이 나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한다 .

3. 나의 가족은 내가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지려는
  나의 소망을  따라주고 도와준다 .

4. 나는 나의 가족이 애정을 표현하고 , 분노 , 슬픔 , 사랑과 같은 나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에 만족한다 .

5.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 .

<<<<교교교사사사 , , , , 친친친구구구 관관관계계계>>>>

다음은 친구 ,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신의 모습과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되
는 문항에 V표 해주십시오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

2.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 .

3. 나는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

4.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

5.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6.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 .

7.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

8.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

9.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은 잘 도와주신다 .

10.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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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체체체상상상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다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각 문제를
읽고 , 자자자신신신과과과 가가가장장장 비비비슷슷슷하하하다다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세요 . 

9. “평평평소소소 나나나는는는 내내내 모모모습습습 , , , , 생생생활활활 , , , , 행행행동동동 등등등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전전전반반반적적적으으으로로로 만만만족족족한한한다다다 .”에 대한 자신의 평가
를 내린다면 아래의 10점 점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눈금위에 V표시  해주세요 .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함
0                                                            0                                                            0                                                            0                                                            10101010

    

<<<<기기기타타타사사사항항항>>>>

10. 보기에서 부모님의 직업을 골라 해해해당당당번번번호호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기에 없는 경우 직접 적
어주세요 .  아버지의 직업 (            ),  어머니의 직업 (             )

[[[[보보보기기기 : : : : 직직직업업업의의의 예예예 ]]]]

① 노무직 : 청소원 , 세탁 , 수위 , 경비 , 배달 등
② 기능직 , 생산직 : 각종 기능원 , 자동차정비 , 운전기사 , 용접공 , 목공 등
③ 판매 ․서비스직 : 판매원 , 경찰 , 이 ․미용사 , 주방장 , 조리사 등
④ 사무직 : 은행원 , 회사원 , 일반 공무원 등
⑤ 관리직 : 국회의원 , 고위 공무원 , 대기업체 중역 , 교장 , 공장장 , 회사 사장 등
⑥ 전문직 : 교사 , 교수 , 의사 , 약사 , 간호사 , 연구원 , 변호사 , 회계사 , 작가 , 예술인 등
⑦ 소규모 자영업 (자기가게 운영 ): 도소매업 , 음식점 주인 등
⑧ 주부 ⑨ 무직

문 항
나와
전혀
다르다

나와
다른
편이다

나와
비슷한
편이다

나와
정말
똑같다

1. 어떤 애들은 자기의 생생생긴긴긴 모모모습습습에 대해 만만만족족족해해해한한한다다다 ....

2. 어떤 애들은 자기의 키키키와와와 몸몸몸무무무게게게에 만만만족족족한한한다다다 ....

3. 어떤 애들은 자기 몸몸몸의의의 생생생김김김새새새가 지지지금금금과과과 달달달랐랐랐으으으면면면 좋좋좋겠겠겠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

4. 어떤 애들은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외외외모모모가     지금과     달달달랐랐랐으으으면면면 좋좋좋겠겠겠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

5. 어떤 애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모양 등이 지지지금금금과과과 달달달랐랐랐으으으면면면
        좋좋좋겠겠겠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

6. 어떤 애들은 자기가 잘잘잘 생생생겼겼겼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한한한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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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졸업 ③ 대학교졸업 ④ 대학원졸업

12.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졸업 ③ 대학교졸업 ④ 대학원졸업

13.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입을 모두 합한 가정의 한한한 달달달 평평평균균균 수수수입입입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⑦ 모름

14.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수수수는 몇 명입니까 ? (          ) 명 (본인 포함 )

15. 평소 부모님과 같이 하는 가가가족족족단단단위위위의의의 여여여가가가활활활동동동 시시시간간간은 얼마입니까 ?

  (예: 이야기하기, TV/비디오보기, 독서, 영화보기, 산책, 야외로 놀러가기, 운동, 등산, 자원봉사 등)

 ① 주중에  하루 평균 (       ) 시간 ,           ② 주말에  하루 평균 (       ) 시간

16. 평소에 가족이 집에서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는 각각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  몇 번
입니까 ?

【아침식사】(         )회 /1주 【저녁식사】(          )회 /1주

17. 자신의 가족과 함께 외식 (매식 )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① 매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⑥ 거의 안 함

18. 현재 자신의 체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임 ② 마른 편임 ③ 보통임④ 약간 비만임 ⑤ 매우 비만임

19. 지난 1년간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했다
③ 현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④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수수고고고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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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담임임임교교교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 

  이 연구는 학학학령령령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과과과체체체중중중이이이 중중중요요요한한한 학학학교교교보보보건건건 문문문제제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생활습관과 학교 ,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조사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과체중 예방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는 것입니다 .

  설문조사는 초등학생의 과체중과 관련하여 학학학급급급 담담담임임임선선선생생생님님님의의의 운운운동동동과과과
식식식습습습관관관 , , , , 아아아동동동 비비비만만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조사결과는 아동의 과체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08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전공 김 봉 정 올림
연락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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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1. 소속 학교 :             초등학교         학년         반

2. 선생님의 성별 : ① 남 (      )          ② 여 (      )

3. 선생님의 연령 :      만 (         )세

4. 담임교사 경력 : (           )년 (           )개월

5. 전담과목 여부:   ① 있다 ☞ 과목명(          )            ② 없다(        )

6. 지난 일 년 동안 아동의 비만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구체적인 내용(                     )           ② 없다(        )

<<<<식식식습습습관관관> > > > 

다음 질문들은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동동안안안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하루
중 집이나 , 학교 , 식당 등에서 먹은 모든 식사와 간식에 대해 생각하여 각 질문에 해당되는
칸에 V표시 해주세요 .

문문문 항항항
1111주주주일일일 빈빈빈도도도

전전전혀혀혀
안안안먹먹먹음음음

1-31-31-31-3회회회
/1/1/1/1주주주

4-64-64-64-6회회회
/1/1/1/1주주주

1111회회회
/1/1/1/1일일일

2222회회회
/1/1/1/1일일일

3333회회회상상상
/1/1/1/1일일일

1. 오렌지주스 , 사과주스 , 포도주스 등의 100% 과일주스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과일맛 음료 , 스포츠 음료 제외)

2.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3. 시금치 , 깻잎 , 상추 , 풋고추 등의 녹색 채소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4. 당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

5. 감자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감자튀김, 감자칩제외)

6. 당근 , 감자 , 녹색채소를 제외한 기타 채소류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무 , 콩나물 , 양배추 , 양파 등 )

7. 탄산음료(콜라 , 사이다 , 환타 등)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
까?

8. 돼지고기 , 삼겹살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9.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튀김 , 전 , 볶음)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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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

다음은 선생님의 신체활동 및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문항들을 읽고 해당 칸에 ∨표
해주십시오 .

문문문 항항항
1111주주주일일일 빈빈빈도도도

전혀
안함

1-2
일

3-4
일

5일
이상

 1.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안 평소보다 숨 ,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30303030분분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을 포함한 중등도 신체활동 : 복식테니스 , 배구 ,  

배드민턴 , 탁구 , 수영 , 요가 , 미용체조 등이며 걷기는 제외함) 

 2.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안 하루에 30303030분분분 이이이상상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출퇴근시간포함, 이동을 위해 걷는 것, 운동을 위해 걷는 것 모두 포함)

 3. 귀하는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니까?

<<<<비비비만만만 인인인식식식>>>>

다음은 아아아동동동 비비비만만만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 비만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

2. 비만은 외모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 문제이다 .

3. 비만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

4. 비만한 친구는 행동이 느린 편이다 .

5. 비만은 공부하거나 운동하는데 지장을 준다 .

6. 비만하면 친구들 앞에 설 때 자신감이 없다 .

7. 비만하면 친구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

8.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한다 .

9. 성장기에 비만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되기 쉽다 .

10. 비만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한다 .

11.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할 때
   효과적이다 .

12. 매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은 비만관리에 중요하다 .

13. 비만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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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학교교교보보보건건건교교교사사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 

 

  이 연구는 학학학령령령기기기 아아아동동동의의의 과과과체체체중중중이이이 중중중요요요한한한 학학학교교교보보보건건건 문문문제제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개인의 생활습관과 학교 ,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조사하
여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과체중 예방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설문내용은 초등학생의 과체중과 관련하여 학학학교교교 환환환경경경을 알아보기 위
한 것입니다 .

  조사결과는 아동의 과체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08년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한 전공 김 봉 정 드림
연락처 : 010-****-****



- 124 -

※※※※    다다다음음음 내내내용용용은은은 학학학교교교환환환경경경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표표표시시시 또또또는는는 해해해당당당
            내내내용용용을을을 (  (  (  (  ))))안안안에에에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1. 소속 학교 :              초등학교

2. 귀교에 마련되어 있는 운동관련 시설에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운동장  ② 체육실 (관 )  ③수영장  ④강당
⑤ 기타 ☞ 구체적인 내용 (                                   )

3. 귀교의 5, 6학년의 한 학급당 신체활동을 한 체육수업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

   주당 체육수업 시수(               )

4. 귀교는 5, 6학년의 한 학급당 바른 식습관 형성과 비만예방, 신체활동 증진 등의 보건
   교육 수업을 실시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교과과정 과목에서 편성된 시간 포함)

   한 학기 (               )시수

5. 귀교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구체적인 내용 (                        )  ② 아니오
 ③ 이전에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안하고 있음

6. 귀교는 지난 일 년 동안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교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가를 격려하기 위하여 정정정기기기적적적으으으로  건강달리기 , 체조 , 

줄넘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 구체적인 내용 (                        )  ② 아니오

8. 귀교는 영양 (교 )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귀교의 학교급식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 직영  ② 업체위탁

10. 학교급식 식단표에서 제공한 급식 열량과 급식 지방함유량은 얼마입니까?

 ①1식 평균 열량(                 )kcal,    ②1식 지방함유량(                 )g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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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CCChhhiiillldddhhhoooooodddOOObbbeeesssiiitttyyy:::AAAnnnEEEcccooolllooogggiiicccaaalllAAApppppprrroooaaaccchhhiiinnnKKKooorrreeeaaannn
SSSccchhhoooooolllCCChhhiiillldddrrreeennn

KKKiiimmm,,,BBBooonnngggJJJeeeooonnnggg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NNNuuurrrsss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prevalenceofobesityamongchildhoodhasincreasedoverthepastfew
decadesinKorea.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intrapersonal,
interpersonaland schoolassociated riskfactorsforobesityinfifthand sixth
gradestudentsbyusingtheecologicalsystemstheoreticalframework.
Cross-sectionaldatafrom 19publicelementary schoolswerecollected by

self-administeredquestionnaires.Intotal,1,644children,52classteachers,and
19 schoolnur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Obesity was defined as a
gender-specificbodymassindex(defined asweightinkilogramsdivided by
thesquareofheightsinmeters)forageatorabovethe95thpercentile.Data
wereanalyzed usingSPSS12.0fordescriptive,parametric,and nonparametric
analyses,andSTATA IC10.0formultilevellogisticregressionanalysis.

TTThhheeerrreeesssuuullltttsssooofffttthhhiiisssssstttuuudddyyywwweeerrreeeaaasssfffooollllllooowwwsss:::
Thefrequencyofchildhoodobesitywas6.6% amongthestudentsstudied.

Thefindingsincludedthefollowingsignificantfactors:theintrapersonal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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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gender(χ2=11.861,p=.003),age (χ2=19.578,p=.005),totaldays of
physicalactivity more than 60 minutesperday (χ2=6.594,p=.037),playing
gamesand using the computeron weekdays(χ2=5.593,p=.061),body image
satisfaction(F=21.029,p<.0001),self-esteem (F=8.741,p<.0001);the interpersonal
factorsincluded:mother'sage(χ2=10.369,p=.035),father'seducation level(χ
2=26.798,p<.0001),socialnetwork sizeofthefamily (χ2=6.535,p=.038)and
friends (χ2=8.386,p=.015),physicalactivity encouragement(F=8.84,p<.0001),
supportoffriends(F=6.26,p=.003);theschoolfactorsincluded schoolexercise
facilities(χ2=8.824,p=.012),caloriesofschoollunch (χ2=10.803,p=.029),fatof
schoollunch(χ2=11.319,p=.023),schoolsize(χ2=11.327,p=.003),schoollocation(χ
2=5.665,p=.059),andphysicaleducationhoursperweek(χ2=9.246,p=.055).
Multilevel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difference among the individual level (including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factors)andthegrouplevel(theschool-level)predictorsassociated
withchildhoodobesity.
The multilevellogistic regression model,showed that the amount of

variationofobesityamongthechildrenattributabletotheschoolenvironment,
at the group-level,was 4.8%. The random effects explained by school
environmentalfactorswere6.8% whentheindividualvariableswerecontrolled.
Afterincludingboththeindividualandgroupvariables,thevariationinthe
group factors was near zero in the mixed effects model.Therefore,the
additionaleffectsofschoolfactorsdid notchangetheindividualand group
variablesthatwerestatisticallysignificant.
Fortheindividualvariables,therelativeriskofobesitywashigherintheboys

thaninthegirls(OR=2.815),withmoregameplayinganduseofthecomputer
(OR=1.219),andwhenphysicalactivityencouragementscoreswerehigher(OR=1.40);
therelativeriskforobesitywaslowerwhenbodyimagesatisfactionscoreswere
higher(OR=0.885),and the father'seducation levelwasa bachelor's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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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0.301).Forthegroupvariables,therelativeriskforobesitywaslowerfor
schoolslocatedintheSeoulmetropolitanareacomparedtotheGyeonggiprovince
(OR=0.323),with more physicaleducation hoursperweek (OR=0.216,2.2~3hrs,
OR=0.352,≥3hrs);therelativeriskforobesitywashigherforschoolswithtwomore
exercisefacilities(OR=2.94),morefatintheschoollunch(OR=2.765,13.5~15g,OR=2.354,
≥15.5g),andlargerschoolsize(OR=5.713,≥36classes).
In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showedthattheschoolenvironment,

intrapersonaland family factorswere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hood
obesityasascertainedintheschoolsetting.Therefore,multifacetedpre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thar include the family and schoolenvironmentto
preventchildhoodobesity.

Keywords:obesity,childhood,ecological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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