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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비만인구의 증가는 초등학생에게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데,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비만율은 1970년대 2～3%정도에서 1980
년대 7～9%,1990년대 14～15%,2002년에는 28.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비만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만관리와
보건교육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개 초등학교 3,4,5,6학년 남녀 아동 615명 전

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
지로 총 10일에 걸쳐 학생건강기록부의 비만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추가로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의 아동 6명은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은 학교 내부자료인 학생건강기록부를 활용한 후향적 조사연구

로서 현재 학년의 비만도를 1학년 때 체중과 비교하여 정상유지군,정상에
서 비만이 된 군,비만지속군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비만도 변
화추이 및 연구대상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주관적 인지 특성,건강
생활 실천정도,식습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구체적

목표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McNemartest와 χ²-test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비만도 변화추이 분석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정상체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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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만이 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고학년일
수록 비만으로 되는 증가 폭이 커졌다.즉,3학년 때는 4.9%,4학년 때는
5.3%,5학년 때는 7.2%,6학년 때는 9.9%로 증가하였다.
둘째,연구대상자의 특성별 비만도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인

지 특성인 비만인식과 어머니 비만이 비만도 변화의 매우 유의한 변인이었
다(p=.000).
셋째,개인 면담결과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 6명의 아동은 운동 및 식사

조절,생활습관 교정,신장증가 등으로 비만상태가 개선되었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생의 비만도 추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상에서 비

만이 된 아동이 증가되었고,비만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비만이었다.따라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아동 비만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를 참여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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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비만은 세계적인 보건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 중 12억 인구를 과체중으로,2억 5천만 인구를 비만으로 추
정하고 1996년에 비만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간주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전제녀,2004).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과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비만인구가 계속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 경향은 아동에게서 더욱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비만아동의 유병률은 1970년대 2～3%에서 1980년대 7～9%

1990년대 14～15% 2002년 현재 28.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임준,2006).
또한 문경래(2004)연구에 의하면 지난 92년 당시 7세 아동 1천 559명(남
653명,여 806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됐을 때의
비만율 변화를 추적한 결과,7세 때 3.1%였던 비만유병률이 13세 때 7.1%
로 6년새 2.3배 수준까지 높아졌다.특히 7세 때 비만이었던 아동의 67.5%
가 10년 후인 17세 때에도 비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7세 때
정상이었던 아동의 11.2%가 10년 후에 새롭게 비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 이후의 관리
보다 예방이 중요하며,예방은 사춘기 이전인 초등학교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유재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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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지방세포가 비대하여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로서 특히 소아비만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소아비
만의 약 31%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고(최흥식,2003),이로 인한 체력의
저하와 당뇨병,고지혈증,고혈압 등과 같은 각 종 성인병의 발생확률이 높
으며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김미옥,2005).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강서영(1999)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
만상태와 비만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비만상태는 비만인식과 간식섭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공부시간이 2시간 이상,수면시간 7시간 이하
에서 비만의 태도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초등학생들의 비만관련 실태
조사 및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김희걸 등,1998;길미경,1999;박정희,
2000;최철영,2001;이세라,2002;최흥식,2003)에서는 운동 및 놀이 습관,
식습관,간식 및 외식횟수,가족환경 등이 중요한 비만의 관련요인이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과 비만에 관한 연구(전제녀,2004;김남
주,2004)에서는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 식품 선호도가 높았으며,
편식과 불균형한 식생활습관,빠른 식사속도 등이 관련요인이었다.또한 건
강행위와 자기효능감에 연구(김민회,2000)에서는 지각된 자기효능이 높을
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비만과 스트레스,자아존
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송정선,2001;김춘희,2005)비만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군과 비만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비만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비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되었다.신체상과 발달적 차이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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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조영미,2005)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불만이
많았고,신체상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또래의 신체놀림이었다.이외에 비
만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유일영 등,1998;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와 보건복지부,2001)에서는 운동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하고 대상 아동들의 전후 BMI변화를 살펴보았는데,BMI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 중 중재 프로그램을 사용한 몇 몇 연구들을 제외하

면 대부분 비만아동을 조사시점에서 비만군과 정상군의 두 그룹 혹은 비만
군,정상군,과체중군/저체중군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단면적으로 비만의 실
태를 조사하고,관련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신체검사를 통하여 비만아동의 통계를 내고 있
지만 대부분 당해 년도 현황조사나 기록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비만관리
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록부를 활용한 후향적 조사로서 초등학교 3,

4,5,6학년 아동들의 현재 체중을 건강기록부상 그들의 1학년 때의 체중과
비교하여 정상유지군,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비
만지속 군으로 분류하고,비만도 변화추이 및 대상자 특성간의 비만도 변
화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만관리와 보
건교육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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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비만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연구대상
자 특성간 비만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만관리
와 보건교육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초등학생들의 비만도 변화의 추이를 파악한다.
둘째,연구대상자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주관적 인지 특성,건강생

활 실천정도,식습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비비비만만만도도도
비만도란 성별,연령별,신장별 체중 백분위의 50백분위수를 표준체

중으로 하여 표준체중에 의한 상대체중으로 산출된 값을 말하며(대한소아
과학회,1998),본 연구에서는 ‘비만도(%)=(실측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100’으로 계산된 자료로서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
체중보다 20%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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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추추추이이이
본 연구에서 비만도 변화 추이란 학생건강기록부상의 1학년 때 체중과

현재 학년의 체중을 비교하여 비만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다음
과 같은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 정상유지군 :1학년 때의 정상체중이 조사시점 학년 때에도 정상체
중인 아동들

◦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 :1학년 때는 정상체중이었으나 조사시점 학년
때에서는 비만인 아동들

◦ 비만지속군 :1학년 때의 비만이 조사시점 학년 때에도 비만인 아동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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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초초초등등등학학학생생생의의의 비비비만만만실실실태태태

학령기아동의 비만 유병률은 서구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소아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95백분위수 이상의 BMI에 해당되

는 아동 및 청소년의 유병률이 1980년 이후 20년 동안에 2배 증가하였고,
85백분위수 이상의 BMI에 해당되는 경우는 1980년의 15%에서 2000년 현
재 22%로 50%로 증가하였다(Styne,2001;김남주,2004).1970년에 95백분
위수 이상의 BMI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유병률이 최근에는 6～11
세에서는 15.3%, 12～19세에서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mmiteeonNutrition,2003;김남주,2004),6세 이상 연령의 남자아동보
다 여자아동이 2배로 증가하였고,백인계보다 흑인계와 남미계의 아동 및
청소년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Richardetal,2001;Straussetal,
2001;김남주,2004).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10세 아동의 소아비만 유병률이 1980년에

5%에서 2002년 1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Moralietal,2002;김남주,
2004),스페인의 경우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연구조사에서 소아비만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초등학교 연령층에서는 여자아동이
많이 증가하였고,고등학교 연령층에서는 남자아동이 많이 증가하여 성별
및 연령별 변화의 차이를 보였다.전체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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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보다는 초등학교 연령층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Moreno etal,
2000;김남주,2004).
최근 아시아권인 타이완의 학동기 아동의 1980년～1994년 사이의 비만

율의 증가 역시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주며 남자아동은 12.4%에서
16.45%로 여자아동은 10.15%에서 11.10%로 증가하였고 특히 모든 연령층
의 남자아동에게서 비만도 증가가 더 두드러졌으며 여자아동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Chu,2001;박영란,2003).일본은 1974～1993
년 사이 20년간의 6～14세의 120% 이상의 비만아는 5%에서 10%로,고도
비만아는 1%에서 2%로 2배가량 증가했다(Kotani etal,1997).이런 결과
들은 비만이 이제 더 이상 서구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
우리나라도 과거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 아동의 비만발생률이 2～3%

정도였으나 2002년 현재 남아 17.9%,여아 10.9%가 비만으로 1981년 1.4%,
2.3%에 비해 각각 12.8배,4.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준,2006).
1979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추이(박

영신 등,2004)를 살펴보면 남아의 비만율은 1979년 1.7%(당시 저체중
2.3%),1981년 1.4%(당시 저체중 4.9%)로 비만보다 저체중의 빈도가 높았
던 반면,1988년에는 6.2%로 증가(당시 저체중 3.4%)하면서 여아의 빈도를
앞서게 되고,2002년 17.9%(당시 저체중 2.5%)로 급증하였다.특히 고도비
만이 1979년과 1981년에는 0.0%였으나 1988년에 0.1%,1997년에 0.7%,
2002년에는 1.5%로 점차 증가하였다.여아의 비만율은 1979년 2.4%(당시
저체중 2.8%),1981년 2.3%(당시 저체중 5.4%)로 비만보다 저체중의 빈도
가 높았던 반면,1988년에는 6.5%로 증가(당시 저체중 3.5%)하면서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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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아졌으며,그 이후 1997년 9.0%(당시 저체중 3.4%),2002년 10.9%
(당시 저체중 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여아의 고도비만율 역시 남
아와 마찬가지로 1979년과 1981년에는 0.0%였으나 1988년에 0.1%,1997년
에 0.6%,2002년에 0.7%로 점차 증가하였다.증가속도는 남아의 경우 90년
대에 들어서 매우 빨라졌고,여아의 경우에는 일정한 편이었다.또한 지난
2007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교 468개교 학생 11만2,191명의
신체발달 상황과 3만7,40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2006년도
학생 신체발달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만율은 11.62%로 매년 증
가하고 있었고,고학년으로 갈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만율이 높았다.
표준체중에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했을 때 경도비만은 6.46%,중
등도비만은 4.32%,고도비만은 0.84%였고,고도비만은 2004년 0.77%에서
2005년 0.78%,2006년 0.84%로 계속 늘고 있었다.
여학생의 비만율은 초등학생 9.35%,중학생 8.73%,고등학생 10.58%였고
남학생은 초등학생 13.0%,중학생 13.64%,고등학생 15.06%였다(한국교직
원신문,2007).
특히 비만율의 정점이 남아의 경우 11세,여아의 경우 10세에서 최고에 이
르는 것은(박영신 등 2004)일본,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비만관리사업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19세의 비만 유병률은 남자

11.5%,여자 9.7%였다.남자는 10～14세의 유병률이 1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19세의 유병률이 13.5%였으며 특히 고도비만율은 10～14세
때 0.8%였으며 15～19세 때에는 고도비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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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으로 15～
19세의 유병률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고도비만율 또한 10～14세 때
0.5%에서 15～19세 때 0.9%로 증가되었다.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남
자 17세(22.3%),여자 12(19.0%)세에서 소아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던 것
에 비해 2005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남자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여자는 연령
층이 높아졌다.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2005년 신체검사결과’발표에 따르
면 신장별 표준체중의 120%이상인 비만학생이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생
의 12.22%인 17만4506명이었는데,이는 2004년도의 비만학생 15만 7218명
(10.91%)에 비해 1년사이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서동훈,2006).
또한 학생체격검사를 통한 초등학교 고도비만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는 2000년 0.68%,2001년 0.77%,2002년 0.91%로 나타났으며(서울특별시교
육청,2003),농촌지역이 비교적 많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1998년 0.14%이
었으나,2000년 0.27%,2001년 0.40%,2002년 0.57%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김희숙,2003;이재헌,2006).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령기 아동의 비만유병률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초등학생의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생각해
볼 때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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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비비비만만만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비만은 비체중(leanbodymass)에 비해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로 에너지
흡입과 소비사이의 불균형을 말하며(NIH Technology Assessment
ConferencePanel,1993),비만의 발생은 유전과 환경적 인자,심리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운동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Kiessetal,2001).
유전적 요인이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체중조절과

관련되는 렙틴이라는 비만 유전자의 발견과,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저하시
키는 체질,그리고 부모 모두가 비만일 경우 그 자녀 중 60～80%가 비만
이 되며,어느 한쪽만 비만인 경우는 30～50%,부모가 모두 정상체중인 경
우에는 10%가 비만이라는 보고(김정아,1999;대한비만학회,2001)에서 지
지되고 있다.김형기(2001)연구에서도 소아비만의 상대위험도는 부모 모두
비만할 경우가 가장 크고,어머니가 비만한 경우,아버지가 비만한 경우 순
으로 아동의 비만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고,장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부
모중 비만이 있는 경우가 비만이 없는 아동에 비해 비만아동의 비율이 높
았으며 장창곡 등(1998)은 아버지·어머니 BMI와 이세라(2002)는 어머니
BMI와 아동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그러나 이것이 비만과 관련
된 유전자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기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박영수,2003).비만의 가족력은 유전적
인 요인 이외에도 가족은 식사습관과 신체활동 습관이 서로 닮는다는 점과
같은 환경적 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DLSaferetal,2001;박
영란,2003),즉 비만아의 경우 비만인 부모와 같은 음식을 먹고 부모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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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활습관 및 환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희(2003)도 이는 부모로
부터 받은 체질도 관련되지만,이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생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비만과 관련된 환경적 인자는 빠른 식사속도,조식 결식,인스턴트 식품

과 패스트푸드의 높은 선호도,어육류의 과다섭취 등을 들 수 있다(김영희,
2003).
비만아는 아침식사의 결식률이 높고,야식을 통하여 보상적인 간식을 하

며 섭취속도가 빠르고 과식을 하며,많은 양을 먹고,섭취시간도 상당히 짧
다고 한다.손정례 등(1998),최흥식(2003)의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
고,이재헌(2006)의 연구에서도 불규칙한 식사,빠른 식사속도,과식,기름
진 음식 선호가 비만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또한 식생활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GNP의 성장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
나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생활이 바쁜 도시 주부들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기 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이용하며,외식횟
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동환 등,1991;장지연,2006).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인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을 운동부족병

이라 하는데 이 또한 소비 칼로리를 적게 함으로써 비만의 원인이 된다(최
흥식,2003).운동을 할 만한 놀이터의 부재,교통기관의 발달,시간부족 및
컴퓨터 게임 등 때문에 아동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
의 절대부족을 가져와 아동비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장지연,2006).전
제녀(2004)와 김남주(2004)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동이 컴퓨터나 TV시청같
은 실내활동을 선호하며 많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문
순남(2004)도 비만지속 양상이 남학생에게서 운동습관과 관계됨을 규명하



- 12 -

였으며,최흥식(2003)의 연구에서도 비만의 원인이 운동과 관련성이 많음이
보고되었다.
임문현(2005)은 체지방률 30%이상인 비만아동에게 수중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운동 전후 체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여 아동 모두에서 체
중,상완배부 피하지방 두께,견갑골 하부 피하지방 두께,체지방률 및 체
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한동연(2003)의 연구에서도 운동처치군과
운동처치가 없는 비만군에 대해 혈중지질과 혈청효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운동처치군에서 혈중지질 성분인 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혈청효소
인 LDH와 CPK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신체활동량의 부족
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로 활동량이 감
소할 수 있는데(박혜순 등,1994;김주연 등,1997)즉,운동이 부족하여 살
이 찌게 되면 운동능력이 떨어져 더욱 더 운동기피와 체중증가의 악순환을
격게 되는 것이다(Dietz& Gortmaker,1985;김영희 2003).최근 이재헌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 요인보다는 식습관 요인이 더 비만에 작
용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소아비만에 있어서는 특히 심리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다.주위의 사랑과

관심의 부족,이사나 전학,질병,외로움,부모의 이혼,불안 등과 같은 심
리적 스트레스가 존재할 때 긴장을 해소하거나 불쾌한 심리상태로 부터 회
피하기 위해 과식하므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김은혜,2002).7세에서
11세 비만아동에 대한 연구(Tiggemannetal,1998)에서 비만아동은 보통
체격이거나 마른 아동에 비해 친구가 적고,부모들의 관심도 못 받고,학습
능력도 떨어지고,또래에게도 인기가 적다는 보고가 있고,이재헌(200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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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와 우울 및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비만아동이 건강에 대
한 걱정이 더 많았고 외모에 의한 스트레스도 더 높았다고 하였다.백경신
(2002)과 신나영(2006)은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체형존중감은 정상아동
보다 낮으며 우울 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나,이세라 등(2002)의 비만아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 정상아동과 비만아동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다.김춘희(2005)의 연구도 비만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은 비만군과 정상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비만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가족수가 적을수록,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비만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있다(김형기,2001;김남주,
2004).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비만은 유전적 요인,과다한 열량섭취와 운동량의

부족과 같은 부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양식,가족의 식생활 유형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소,스트레스나 사랑의 결핍,불안,외로움 등의 심리적 요소들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영희,2003).특히 학동기는 신체적,사회적,정신
적 발달이 현저한 시기로 이시기의 비만은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부모,가족 및 학교에서 아동이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고,학교에서는 비만예방 및 조기발견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비만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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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이상 아동들의 현재 비만도를 1학년 때 비만
도와 비교하여 비만변화 추이 및 대상자 특성간의 비만도 변화 차이를 분
석하는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은 인천시 소재 초등학교 중 1개 초등학교를 편의추출하여 이
학교에 재학중인 3,4,5,6학년 아동 615명(남자 319명,여자 296명)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학학학생생생건건건강강강기기기록록록부부부
대상자의 비만도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상 현재

학년의 비만도를 각 학년 아동들의 1학년 때 비만도 즉,6학년은 2002년도
자료를 5학년은 2003년도 자료를 4학년은 2004년도 자료,3학년은 2005년
도 자료와 비교하였다.
사용된 건강기록부는 2002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출력물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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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기로 작성된 자료이며 2007년은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무업무시스템상의 건강기록부(전산프
로그램)자료였다.
비만도는 1998년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정한 한국소아의 신장별 표준체

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자료이며,전산프로그램 내에서는 자동 산출되는 비
만도로서 비만은 비만도가 20%이상인 경도비만 이상으로 하였고,1학년
때에서 현재 학년의 비만도 변화에 따라 정상유지군,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비만지속군 등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이 중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은 6명으로 실수가 너무 적어 비교 그룹에서는 제외
하였고,3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그러나 비교에서 제외된 그룹의 아
동들은 따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

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이진미,2004;장지연,2005)와 학생 건강실태조사

설문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6)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자가 검토
후 초등학생 10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
정·보완한 도구로서 인구학적 특성 9문항,주관적 인지 특성 5문항,건강생
활실천 정도 4문항,식습관 특성 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용의 세부사항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종

◎ 비만도(%)= 실측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100신장별 표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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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거가족,학교성적,경제상태,아버지 교육정도,어머니 교육정도,아버
지 직업,어머니 직업 등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인지 특성에 대해서는 비만인식,건강상태,자녀에 대한 부모관

심,아버지 비만 여부,어머니 비만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건강생활 실천정도는 수면시간,TV시청시간,컴퓨터 사용 시간,주당 운

동횟수 등을 측정하였고,식습관 특성은 아침식사 여부,간식섭취,인스턴
트 섭취,탄산음료 섭취,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음식조절 의지 등
을 측정하였다.

333)))개개개인인인면면면담담담
1학년 때에서 현재 학년의 비만도 변화에 따라 분류한 4그룹 중 비만에

서 정상이 된 군의 6명의 아동은 따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형태는 연구자가 ‘어떤 방법으로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었는가?’

‘지금도 개선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각 질문에 연구대상자 스스로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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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은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학생건강
기록부를 이용한 비만도 조사와 아동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건강기록부는 2007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에 걸쳐 3,5,

6학년은 2007년 5월에 실시한 신체발달상황검사 결과에서의 비만도를,4학
년은 병원에서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의 비만도를
조사하였고,각 아동들의 1학년 때 비만도 기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학년 부장교사 및 담임
교사에게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설문조사는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고,설문
지 응답은 아동이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응답된 설문지
는 615명 100% 전원 회수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주관적 인지 특성,건강생활 실천

정도,식습관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비만도 변화추이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McNemartest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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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학년 때와 현재 학년의 비만도 일치성을 검증하였다.
3)정상유지군,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비만지속군 세 그룹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주관적 인지 특성,건강생활 실천정도,식습관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세 그룹간의 비만도 변화 차이를 χ²-test를 통해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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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등학생 총 615명으로 남자 319명(51.9%)여자
296명(48.1%)이었고 학년별 분포를 보면 3학년 153명(24.9%),4학년 122명
(19.8%),5학년 178명(28.9%),6학년 162명(26.3%)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233명(38.2%)으로 가장 많았고,동거가족은 양쪽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461명(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은 다소 잘하
는 편 395명(64.5%),경제상태는 다소 풍족한 편 485명(79.8%),아버지·어
머니 교육정도는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 수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대학졸업
이상이 199명(56.2%),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199명(54.8%)으로 제일
많았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이 226명(38.0%)으로,어머니 직업은 주부가 230명

(38.5%)으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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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615)

특성 구분 명(%)
학년 3학년 153(24.9)

4학년 122(19.8)
5학년 178(28.9)
6학년 162(26.3)

성별 남자 319(51.9)
여자 296(48.1)

종교 불교 68(11.2)
기독교 233(38.3)
천주교 64(10.5)
기타 34(5.6)
없음 209(34.4)

동거가족 양쪽부모 461(75.2)
기타 152(24.8)

성적 다소 못하는 편 217(35.5)
다소 잘하는 편 395(64.5)

경제상태 다소 어려운 편 123(20.2)
다소 풍족한 편 48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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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계속
(n=615)

특성 구분 명(%)
아버지 교육정도 중학교 졸업이하 10(2.8)

고등학교 졸업 145(41.0)
대학졸업 이상 199(56.2)

어머니 교육정도 중학교 졸업이하 16(4.4)
고등학교 졸업 199(54.8)
대학졸업 이상 148(40.8)

아버지 직업 전문직(의사,교사,변호사,
약사,예술가,목사 등) 27(4.5)
사업 83(13.9)
회사원 226(38.0)
상업 58(9.7)
단순노동 7(1.2)
공무원 38(6.4)
기타 149(25.0)
무직 7(1.2)

어머니 직업 전문직(의사,교사,변호사,
약사,예술가,목사 등) 36(6.0)
사업 25(4.2)
회사원 132(22.1)
상업 61(10.2)
단순노동 6(1.0)
공무원 14(2.3)
기타 94(15.7)
주부 23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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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주주주관관관적적적 인인인지지지 특특특성성성
주관적 인지 특성을 살펴보면<표 2>,비만인식에서 정상체중이 372명

(60.6%)으로 제일 높았고,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498명(81.8%)으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어머니 비만과 아버지 비만 여부는 비만하지 않음
이 521명(85.7%)과 518명(86.0%)으로,자녀에 대한 부모관심은 다소 관심
이 있는 편이 561명(91.4%)으로 가장 높았다.

<표 2>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인지 특성
(n=615)

특 성 구 분 명(%)
 비만인식 비만한 편 121(19.7)

정상체중 372(60.6)

마른편 121(19.7)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111(18.2)

건강한 편 498(81.8)

어머니 비만 여부 예 87(14.3)

아니오 521(85.7)

아버지 비만 여부 예 84(14.0)

아니오 518(86.0)

부모관심 다소 관심없는 편 53(8.6)

다소 관심있는 편 5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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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 실실실천천천 정정정도도도
건강생활 실천정도<표 3>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 정도가 239명

(38.9%)으로 제일 높았고,그다음으로 9시간 이상 170명(38.4%),7시간 이
하 139명(22.7%)순이었으며,텔레비전 시청시간은 2시간 정도가 231명
(37.7%),컴퓨터 사용시간은 30분～1시간정도가 249명(40.7%)으로 제일 많
이 차지했다.운동횟수는 1주당 2～3회이상이 243명(39.6%)으로 가장 높았
고,그다음으로 매일한다 137명(22.3%),거의하지 않음 128명(20.9%),4～5
회이상 105명(17.1%)순이었다.

<표 3>연구대상자의 건강생활 실천 정도
(n=615)

특 성 구 분 명(%)
수면시간 7시간 이하 139(22.7)

8시간 정도 239(38.9)
9시간 이상 236(38.4)

텔레비전 시청 1시간 이하 170(27.8)
2시간 정도 231(37.7)
3시간 이상 211(34.5)

컴퓨터 거의 사용하지 않음 144(23.5)
30～1시간 정도 249(40.7)
2시간 이상 219(35.8)

운동횟수/1주 거의 하지 않음 128(20.9)
2～3회 이상 243(39.6)
4～5회 이상 105(17.1)
매일 13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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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
식습관 특성을 보면<표 4>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434명

(70.7%)으로,평상시 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는 경우는 ‘아니오’가 543명
(88.3%)으로,인스턴트와 탄산음료 섭취는 거의 먹지 않음이 267명(43.4%),
271명(44.1%)으로 제일 높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합니까?’란 항목에는 ‘아니오’가

570명(92.8%)으로,‘음식의 양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는
‘예’가 469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표 4>연구대상자의 식습관 특성
(n=615)

특 성 구 분 명(%)
아침식사 거의 먹지 않음 54(8.8)

가끔씩 먹음 126(20.5)
거의 매일 먹음 434(70.7)

간식 예 72(11.7)
아니오 543(88.3)

인스턴트 거의 먹지 않음 267(43.4)
한달에 1～2번 먹음 244(39.7)
1주일에 1번이상 먹음 104(16.9)

탄산음료 거의 먹지 않음 271(44.1)
한달에 1～2번 먹음 175(28.5)
1주일에 1번이상 먹음 168(27.4)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
로 해결 예 44(7.2)

아니오 570(92.8)

음식조절의지 예 469(76.6)
아니오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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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비비비만만만도도도 추추추이이이

연구대상자 615명의 전체 비만율은 11.7%로 남자 11.9%,여자 11.5%였
다.1학년 때와 현재 학년간의 전체 비만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정상유지
군은 537명(87.3%),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은 6명(1.0%),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은 40명(6.5%),비만지속군은 32명(5.2%)이었다.
이에 따른 학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을 때,3학년(153명)은 1학년 때

의 정상군 144명(94.1%)중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군은 137명(95.1%)이었고,1학년 때는 정상이었지만 3학년이 되어 비만이
된 군은 7명(4.9%)이었다.또한 1학년 때의 비만군 9명(5.9%)중에서 정상
으로 변화된 군은 0명(.0%)이었으며,1학년 때의 비만이 계속 지속된 군은
9명(100.0%)이었다 [그림 1].

 [그림 1] 3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1학년 당시
명(%)

정상군 비만군
144(94.1) 9(5.9)

정상군 비만군 정상군 비만군
3학년 현재
명(%) ⇨ 137(95.7) 7(4.9) 0(.0)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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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때와 비교하여 3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를 McNemartest로 분
석한 결과 1학년 때 비만이었던 아동들 중 정상체중으로 변화한 아동은 한
명도 없었던 반면,정상체중이었던 아동들 중에서는 4.9%가 비만으로 변화
하였다(p=.016)<표 5>.

<표 5>3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단위:명(%)

*McNemartest

4학년(122명)은 1학년 때의 정상군 114명(93.4%)중 4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군은 108명(94.7%)이었고,1학년 때는 정상이
었지만 4학년이 되어 비만이 된 군은 6명(5.3%)이었다.또한 1학년 때의
비만군 8명(6.6%)중에서 정상으로 변화된 군은 0명(.0%)이었으며,1학년
때의 비만이 계속 지속된 군은 8명(100.0%)이었다 [그림 2].
1학년 때와 비교하여 4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를 McNemartest로 분

석한 결과 1학년 때 비만이었던 아동들 중 정상체중으로 변화한 아동은 한
명도 없었던 반면,정상체중이었던 아동들 중에서는 5.3%가 비만으로 변화
하였다(p=.013)<표 6>.

학년 구분
1학년 당시

p*
정상군 비만군

3학년
정상군 137(95.1) 0(.0)

.016
비만군 7(4.9)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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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4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표 6> 4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단위:명(%)

*McNemartest

5학년(178명)은 1학년 때의 정상군 167명(93.8%)중 5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군은 155명(92.8%)이었고,1학년 때는 정상이
었지만 5학년이 되어 비만이 된 군은 12명(7.2%)이었다.또한 1학년 때의
비만군 11명(6.2%)중에서 정상으로 변화된 군은 2명(18.2%)이었으며,1학
년 때의 비만이 계속 지속된 군은 9명(81.8%)이었다 [그림 3].

학년 구분
1학년 당시

p*
정상군 비만군

4학년
정상군 108(94.7) 0(.0)

.031
비만군 6(5.3) 8(100.0)

1학년 당시
명(%)

정상군 비만군
114(93.4) 8(6.6)

정상군 비만군 정상군 비만군
4학년 현재
명(%) ⇨ 108(94.7) 6(5.3) 0(.0)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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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5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1학년 때와 비교하여 5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를 McNemartest로 분
석한 결과 1학년 때 정상체중이었던 아동들 중 비만으로 변화한 아동은
7.2%였던 반면,비만이었던 아동들 중 정상체중으로 변화한 아동들은
18.2%였다(p=.013)<표 7>.

<표 7> 5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단위:명(%)

*McNemartest

학년 구분
1학년 당시

p*
정상군 비만군

5학년
정상군 155(92.8) 2(18.2)

.013
비만군 12(7.2) 9(81.8)

1학년 당시
명(%)

정상군 비만군
167(93.8) 11(6.2)

정상군 비만군 정상군 비만군
5학년 현재
명(%) ⇨ 155(92.8) 12(7.2) 2(18.2)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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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162명)은 1학년 때의 정상군 152명(93.8%)중 6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군은 137명(90.1%)이었고,1학년 때는 정상이
었지만 6학년이 되어 비만이 된 군은 15명(9.9%)이었다.또한 1학년 때의
비만군 10명(6.2%)중에서 정상으로 변화된 군은 4명(40.0%)이었으며,1학
년 때의 비만이 계속 지속된 군은 6명(60.0%)이었다 [그림 4].

                  

                    [그림 4] 6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1학년 때와 비교하여 6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를 McNemartest로 분
석한 결과 1학년 때 정상체중이었던 아동들 중 비만으로 변화한 아동은
9.9%였던 반면,비만이었던 아동들 중 정상체중으로 변화한 아동들은
40.0%였다(p=.019)<표 8>.

1학년 당시
명(%)

정상군 비만군
152(93.8) 10(6.2)

정상군 비만군 정상군 비만군
6학년 현재
명(%) ⇨ 137(90.1) 15(9.9) 4(4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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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6학년의 비만도 변화 추이
단위:명(%)

*McNemartest

그러나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은 3학년 4.9%,4학년 5.3%,5학년 7.2%,
6학년 9.9%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였는데,특히 5학년 때 그
증가 폭이 커졌고 6학년 때는 더욱 더 커졌다 <그림 5>.

[그림 5] 학년별 비만도 추이(정상→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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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현재학년

(%
)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 구분
1학년 당시

p*
정상군 비만군

6학년
정상군 137(90.1) 4(40.0)

.019
비만군 15(9.9)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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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의 아동 6명(5학년 2명,6학년 4명)을 개인
면담한 결과,운동과 식사조절을 병행한 아동이 3명,운동은 하지 않고 저
녁식사만을 제한한 아동이 1명,걷기의 생활화로 생활습관을 교정한 아동
은 1명,키가 자라면서 자연히 비만이 개선된 아동은 1명이었다.

333...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111)))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9>,정상

에서 비만이 된 군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비만
지속 군에서는 6학년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이외
성별,종교,동거가족,성적,경제상태,아버지 교육정도,어머니 교육정도,
아버지 직업,어머니 직업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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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
단위 :명(%)

특성 구분
그룹

χ² p정상유지군 정상→비만군 비만지속군
학년 3학년 137(25.5) 7(17.5) 9(28.1)

4.733 .5784학년 108(20.1) 6(15.0) 8(25.0)
5학년 155(28.9) 12(30.0) 9(28.1)
6학년 137(25.5) 15(37.5) 6(18.8)

성별 남 278(51.8) 19(47.5) 19(59.4) 1.030 .597여 259(48.2) 21(52.5) 13(40.6)

종교 불교 53(10.0) 9(22.5) 4(12.5) 10.591 .226
기독교 206(38.9) 10(25.0) 16(50.0)
천주교 55(10.4) 6(15.0) 2(6.3)
기타 216(40.7) 15(37.5) 10(31.2)

동거가족 양쪽부모 401(75.0) 33(82.5) 22(68.8) 3.565 .735
기타 134(25.0) 7(17.5) 10(31.4)

성적 다소못하는편 190(35.6) 13(32.5) 12(37.5) 2.344 .885
다소잘하는편 344(64.4) 27(67.5) 20(62.5)

경제상태 다소어려운편 109(20.6) 8(20.0) 4(12.5) 4.149 .657
다소풍족한편 421(79.5) 32(80.0) 28(87.5)

아버지
교육정도 중학교졸업이하 9(1.7) 0(.0) 0(.0) 5.685 .459

고등학교졸업 116(21.8) 14(35.9) 13(40.6)
대학졸업이상 176(33.0) 11(28.2) 11(34.4)

어머니
교육정도 중학교졸업이하 13(2.4) 2(5.0) 1(3.1) 6.246 .396

고등학교졸업 170(55.6) 11(40.7) 13(52.0)
대학졸업이상 123(40.2) 14(51.9)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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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 -계속
단위 :명(%)

*5미만인 cell이 많아 χ²분석은 제외하였음.

222)))주주주관관관적적적 인인인지지지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주관적 인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표 10>에서는 비만인식과

어머니 비만이 매우 유의하였다.
비만인식에서는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군의 각 각 87.5%,

90.6%가 비만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정상유지군의 90.2%가 정상체중
인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000).
어머니 비만에서는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군이 각 각

특성 구분
그룹

정상유지군 정상→비만군 비만지속군
아버지 직업 전문직(의사,교사,변호사,약사,예술가,목사) 26(5.0) 0(.0) 1(3.3)

사업 71(13.7) 8(20.5) 4(13.3)
회사원 200(38.5) 15(38.5) 9(30.0)
상업 53(10.2) 3(7.7) 2(6.7)
단순노동 5(1.0) 1(2.6) 1(3.3)
공무원 32(6.2) 2(5.1) 3(10.0)
기타 127(24.4) 10(25.6) 9(30.0)
무직 6(1.2) 0(.0) 1(3.3)

어머니 직업 전문직(의사,교사,변호사,약사,예술가,목사) 34(6.5) 0(.0) 1(3.1)
사업 18(3.5) 4(10.0) 3(9.4)
회사원 118(22.7) 8(20.0) 5(15.6)
상업 54(10.4) 6(15.0) 1(3.1)
단순노동 6(1.2) 0(.0) 0(.0)
공무원 12(2.3) 1(2.5) 1(3.1)
기타 81(15.6) 6(15.0) 6(18.8)
주부 197(37.9) 15(37.5) 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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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1.3%로 정상유지군의 11.7%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p=.000).
기타 다른 변수인 주관적인 건강상태,아버지 비만,부모관심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주관적 인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
단위:명(%)

특성 구분
그룹

χ² p정상유지군 정상→비만군 비만지속군
비만인식 비만한편 52(9.7) 35(87.5) 29(90.6) 258.330 .000정상체중인편 484(90.2) 5(12.5) 3(9.4)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
은편 95(17.9) 7(17.5) 8(25.0) 1.271 .973
건강한편 436(82.1) 33(82.5) 24(75.0)

아버지비만 예 74(14.1) 5(12.5) 4(12.9) .107 .948아니오 451(85.9) 35(87.5) 27(87.1)

어머니비만 예 62(11.7) 14(35.0) 10(31.3) 24.436 .000아니오 468(88.3) 26(65.0) 22(68.8)

부모관심 관심없는 편 47(8.8) 1(2.5) 4(12.5) 4.023 .674관심있는 편 489(91.2) 39(97.5) 2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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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생생생활활활 실실실천천천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건강생활 실천 정도에서<표 11> 비만도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TV시청시간은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이 2시간 정도에서 46.2%로,정상

유지군이 1시간 이하에서 28.8%로 다른 군에 비해 높았고,컴퓨터 사용시
간은 2시간 이상에서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이 40.0%로 다른 군에 비해
높았으며,주당 운동횟수도 거의 하지 않음이 정상유지군에서 22.4%로 다
른 군에 비해 높았고,2∼3회이상은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군
이 각 각 52.5%,34.4%로 정상유지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이외 수면수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44)))식식식습습습관관관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식습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를 살펴보면<표 12> 간식에서
정상유지군이 12.7%로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 7.5%,비만지속군 .0%에 비
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7).음식조절의지도 ‘예’가
비만지속군에서 90.6%로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 77.5%와 정상유지군
75.8%에 비해 높았지만 이외 다른 변수인 아침식사,인스턴트,탄산음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 등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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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건강생활 실천 정도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
단위 :명(%)

특성 구분
그룹

χ² p정상유지군 정상→비만군 비만지속군
수면시간 7시간이하 122(22.8) 8(20.0) 7(21.9)

11.962 .1538시간정도 201(37.5) 17(42.5) 19(59.4)
9시간이상 213(39.7) 15(37.5) 6(18.7)

TV시청시간 1시간이하 154(28.8) 8(20.5) 8(25.0)
8.207 .4142시간정도 199(37.2) 18(46.2) 12(37.5)

3시간이상 182(34.0) 13(33.3) 12(37.6)

컴퓨터 거의사용하지않
음 127(23.8) 8(20.0) 8(25.0)

4.217 .64730～1시간정도 216(40.4) 16(40.0) 16(50.0)
2시간이상 191(35.7) 16(40.0) 8(25.0)

운동횟수/주 거의하지않음 120(22.4) 4(10.0) 3(9.4)

10.585 .102
2～3회이상 208(38.9) 21(52.5) 11(34.4)
4～5회이상 86(16.1) 8(20.0) 9(28.1)
매일 121(22.6) 7(17.5) 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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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식습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
단위 :명(%)

특성 구분
그룹

χ² p정상유지군 정상→비만군 비만지속군
아침식사 거의먹지않음 46(8.6) 6(15.0) 1(3.1)

4.125 .389가끔씩먹음 109(20.3) 10(25.0) 7(21.9)
거의매일먹음 381(71.1) 24(60.0) 24(75.0)

간식 예 68(12.7) 3(7.5) 0(.0) 5.421 .067아니오 469(87.3) 37(92.5) 32(100.0)

인스턴트 거의먹지않음 235(43.8) 17(42.5) 13(40.6)
5.012 .756한달에 1～2번

먹음 207(38.5) 17(42.5) 17(53.1)
1주일에 1번이상
먹음 95(17.7) 6(15.0) 2(6.3)

탄산음료 거의먹지않음 241(45.0) 17(42.5) 9(28.1)
8.180 .416한달에 1～2번

먹음 154(28.7) 9(22.5) 11(34.4)
1주일에 1번이상
먹음 141(26.3) 14(35.0) 12(37.5)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
로 해결

예 40(7.5) 0(.0) 3(9.4) 3.427 .180아니오 496(92.5) 40(100.0) 29(90.6)

음식조절의지 예 405(75.8) 31(77.5) 29(90.6) 3.709 .157아니오 129(24.2) 9(22.5)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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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추추추이이이
본 연구 대상자의 전체 비만율은 11.7%로,이는 2007년 교육부 자료에

서 전국 초등학생 11.2%와 비슷한 분포이고,이전 연구들인 아산시 초등학
생 비만율 9.4%(김형기,2001)와 제주시 초등학생 비만율 9.9%(서정호,
2004)보다는 증가된 수치여서 비만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만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전체대상자 615명중 정상유지군은 87.3%,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은 6.5%,비만지속군은 5.2%,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은 1.0%로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었고,전
체 비만율도 3학년 10.5%,4학년 11.5%,5학년 11.8%,6학년 13.0%로 학년
이 올라갈수록 증가되었다.그러나 5학년과 6학년에 있어서는 정상에서 비
만이 된 군 즉,5학년의 7.2%와 6학년의 9.9%에 비해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이 5학년 18.2%,6학년 40.0%로 유의하게 높았다.이 58.2%를 차지하는
비만에서 정상으로 개선된 6명의 아동은 실수가 적은 관계로 본 연구의 자
료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따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키가 자
라면서 비만이 개선된 아동 1명을 제외한 5명의 아동은 운동과 식사조절
및 생활습관 교정 등의 체중조절 노력을 통하여 비만이 개선되었다.
박영신 등(2004)이 23년간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추이에서 남

아 비만 유병률은 1979년 1.7%,1984년 3.7%,1988년 6.2%,1992년 7.1%,
1994년 7.6%,1997년 11.0%,2002년 17.9%로 나타나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고,마찬가지로 여아 비만 유병률도 1979년 2.4%,1984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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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5%,1992년 9.7%,1994년 10.9%,1997년 9.0%,2002년 10.9%로
나타나 비만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다.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서
도 학생 비만율이 2004년 10.91%에서 2005년 12.22%로 증가하였고,2005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최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학생신체발
달 상황 보고서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만율이 증가하는 것
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 사료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1학년 때는 정상
체중이었던 아동들이 비만이 되는 비율이 5학년 때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6
학년 때에는 더욱 증가되었는데 이는 초등학생 중 정상체중 아동의 비만도
변화 추이에 대해 보고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박영신
등(2004)이 보고한 연령에 따른 남아와 여아의 비만도 유병률을 살펴보면,
2002년의 비만의 빈도가 남아의 경우 11세경에서 최고점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다가 13～14세경에 정점을 보였고,여아의 경우에는 10세에서 비만
빈도의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였다가 13세경에 두 번째 정점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또한 이윤희(2002)의 1991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초등학생의
학년별 BMI변화를 살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간 BMI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고도 비만군에서 4～5학년,5～6학년 사이에 많은 증가율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어린이 비만증이 가장 많
이 나타나는 연령은 영아기,5～6세,사춘기 초기로 알려져 있듯이(대한비
만학회,2001)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신체발달과 함께 2차 성징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식사량이 증가하고 또한 심리적,사회적 성숙이 일어
나는 시기로서 교우관계가 확대되어 친교의 시간이 증가할 뿐 만 아니라,
학습량의 증가로 방과 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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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감소하는데다가 군것질 등의 간식 섭취량은 증가하는데서 오는 결과
가 아닌가 사료된다.따라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비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학교 체육수업에서도
운동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만만만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차차차이이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서는 학년,성별,종교,동거가족,성적,경제상태,부모의 교육정도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한 변수는 없
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비만을 신체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의 불균
형에서 초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면 영양상태의 공급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은 비만의 발생률을 높이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이재헌,2006).실제로 사회경제적 수준
이 높은 아동들은 비만발생이 쉽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이재헌(200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교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비만
율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하위 경제수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아동 비만율
이 4～5% 수준으로 다른 군에 비해 낮았고,김형기(2001)도 가족의 월수입
이 정상체중군보다 비만군에서 높았다고 했다.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차이
가 없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길미경,1999;최철영,2001;최흥식,2003;김
미옥,2005;장지연,2006)사회경제적 요인과 비만과의 일관된 결과는 없
다.다만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와 보다 날씬해지려는 욕구로 비만 유병률이 낮아지지만,저개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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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김형기,2001).
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는데,이는 경제

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객관적 자료인 가족의 수입을 가지고 측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실제 설문
응답에서 아동들은 ‘다소 풍족한 편’에 많이 응답하였는데,이 이유로는 아
동이 생각하는 경제상태의 기준은 성인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실제는 저소
득층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느끼는 자신의 집안 경제상태는 부족함이 없다
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직업,동거가족
등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이는 박영란(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백경신,
2002;최흥식,2003;김남주,2004)),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일수록(김남주,
2004)비만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본 연구에서는 3,4학년 아동에서
부모의 교육정도와 직업을 모르거나,무응답 수가 너무 많아 통계에서 제
외하였는데,이것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경우
에는 부모와 같이 설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
다.
주관적 인지 특성에 따른 비만도 변화 차이에서는 비만인식과 어머니

비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비만인식은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
군이 비만한 편으로,정상유지군이 정상체중으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김희걸,1998;최철영,2001;이세라,2002;최흥
식,2003;김미옥,2005;유재순,2005;이재헌,2006)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비만아동의 경우 자신의 비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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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유지군의 9.7%는 정상체중이면서도 비만한 편으로,정상에서 비만
이 된 군의 12.5%와 비만지속군의 9.4%는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체중
인 편으로 자신의 체중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이는 몇 몇 선행연구들
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심상오(2001)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군
의 19.1%가,최흥식(2003)의 연구에서는 정상체중군의 7.2%가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최철영(2001)의 연구에서는 무려 비만아동의 54.0%가 자
신은 비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흔히 비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비만을 경도이상으로 분
류한 바,중등도나 고도비만이 아닌 경도비만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비만으
로 보여지지 않는 아동이 있어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지 못하는 데서 초
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정상아동의 경우에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은 정상이지만 체질량 지수에서는 비만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비만이라 여길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이에 학교
에서는 비만의 개념과 판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가르쳐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또한 아동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계속되어 비만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이를 위한 부모와 학
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만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특히

어머니의 비만이 아동의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이세
라,2002;최흥식,2003;문순남;2004;이재헌,2006),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비만이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 35.0%,비만지속군 31.3%로 정상유지군
11.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김형기(2001)는 소아비만의 상대위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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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비만할 경우 교차비가 2.461로 가장 크고,어머니가 비만할 경우
2.261,아버지가 비만할 경우 1.833으로,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비만할 경
우 아이가 비만할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김남주(2004)의 연
구에서는 아버지와 형제의 비만이,심상오(200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비만
이 자녀의 비만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
모의 비만을 가장 중요한 아동의 비만관련 요인으로 보았으나 김현아
(2000)와 박영란(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만과 아동의 비만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신체활동도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아동기 비만의 급속한 증가는

컴퓨터나 비디오게임,T·V시청과 같이 움직임이 없는 레저에 노출되는 것
과 깊은 연관이 있다(이재헌,2006).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최흥식
(2003)은 컴퓨터를 많이 하고,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보는 아동이 정상군
에 비해 비만군에서 많았으며,운동은 비만군에 비해 정상군에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보고했다.이재헌(2006)도 남자아동에서 하루 3시간이상의 T·V
시청이 비만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고,문순남(2004)도 운동시간이 적을
수록,T·V시청이나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비만지속률이 높았다고
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V시청시간,컴퓨터 사용시간,주당 운동횟
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김형기(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운동시간,
T·V시청시간이 비만군과 정상체중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이외 여러 연
구들(유재순,2005;장지연,2005;이재헌,2006;서동훈,2006)에서도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상유
지군에 비해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군에서 운동을 더 많이 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이는 비만아들이 자신의 비만상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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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중관리를 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이외 아동의 수
면시간도 많은 선행연구들(최흥식,2003;유재순,2005;장지연,2005;이재
헌,2006)에서 비만과 관련이 없었는데,본 연구에서도 수면시간이 비만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습관 또한 비만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특히,아동들의

비만원인으로 과식,간식,불규칙적인 식사습관,아침식사의 결식 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최흥식(2006)은 비만군에 비해 정상군
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으로,문순남(2004)과 유재순(2005)는 저
녁간식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이재헌(2006)은 부모가 보고한 설문
에서 탄산음료가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아침식사,간식,인스턴트,탄산음료 모두 집단간 비만도 변화차
이에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간식이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지만,오히려
정상유지군이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과 비만지속군에 비하여 더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이는 비만아동이 자신의 비만을 자각하여 간식섭취를 제
한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심상오(2001),최흥식(2003),이재헌(2006)
의 연구에서도 간식은 오히려 정상군에서 더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박영란(2003),유재순(2005),이재헌(2006)등의 연구에서도 아침식사와 인
스턴트 섭취는 정상군과 비만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인간이나 동물은 모두 각성상태를 경험하게

된다(Bellisleetal,1990).각성상태는 배고픔을 생리적으로 억제하므로,대
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의 부진과 체중감소로 반응한다.그러나 어떤 사람들
은 이와 같은 각성상태에 대해 과도한 음식섭취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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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궁극적으로 체중증가나 비만을 유발 한다고 하였다(VanStrien
etal,1986).김숙영(1997)은 스트레스시 비만 여고생의 섭식에 관한 연구
에서 정상군과 비만군의 스트레스에 따른 섭식반응을 비교하였는데,정상
군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섭식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비만군
은 증가하였다.그러나 비만군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섭식반응이 증
가하는 군과 감소하는 군으로 나뉘었는데,스트레스시 섭식이 감소하는 비
만군 유형과 정상군간의 섭식행동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배고플 때 참다
가 먹거나 의식적으로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섭식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섭
식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의 종류로는 시험이나 공부,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였으며,섭식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또는 섭식을 감소시키는 스트레
스로는 엄마에게 혼이 나거나 매를 맞을 때,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을 때,친구와 싸울 때 등으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해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
데,우선 설문의 형태가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된 질
문이 아니었고,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특히 3학년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에 대한 인지된 개념이 불확실하여 막연한 생각에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
다.향후 스트레스와 비만간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다.음식조절의지 여부에 대한 집단간 비만도 변화에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이세라(2002)의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비만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어떤 음식은 나를 뚱뚱하게 하므로 먹지 않는다’와 ‘체중 때문에
의식적으로 식사를 굶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그
렇다’라고 더 많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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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음식조절 의지가 정상유지군 75.8%와 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
77.5%에 비해 비만지속군에서 90.6%로 더 높아,이는 비만아동이 정상체
중아동 보다는 의식적으로 식사제한에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의 6명 아동을 개인 면담한 결과,운동과

식사조절을 병행하여 의식적으로 체중조절을 한 아동은 3명이었고,운동은
하지 않고 저녁식사만을 제한한 아동은 1명,평상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걷기로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개선된 아동은 1명이었으며,나머지 1명
은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았지만 키가 자라면서 자연히 정상으로 변화한
아동이었다.1명을 제외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한 5명의 아동은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화가 충분하였고,비만개선을 위한 일련의 행동들
이 자신감으로 습관화 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강기록부를 활용한 후향적 조사로서 대상아동의 현

재 비만도를 1학년 때 비만도와 비교하여 세 군(정상유지군,정상에서 비
만이 된 군,비만지속군)으로 분류하고,3학년은 2년간,4학년은 3년간,5학
년은 4년간,6학년은 5년간의 비교적 장기간의 비만도 추이와 연구대상자
특성간의 비만도 변화의 차이를 살펴 본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연구대상
자의 비만전 특성은 조사하지 않았고 현재의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주
관적 인지 특성,건강생활실천 정도,식습관 특성)만을 조사하여 분석하였
기에 기존의 단면적 연구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그렇지만 향
후 비만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미
를 부여할 수 있겠다.
설문조사에서는 어린 3,4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님 교육정도를 묻는 문

항에서 모르는 경우가 261,252명으로 너무 많아 통계에서 제외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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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결과에 다소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부정적인 문항에는
다소 좋은 쪽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보여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 구성에
신뢰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는데,이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
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만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었고,비만도 변화

차이의 유의한 관련 변수는 주관적 비만인식과 어머니 비만이었다.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비만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비만아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정상아동은 이를 계속 유지하여 비만을 예
방하여야 한다.가족 환경적 요인에서는 어머니 비만상태가 아동비만에 가
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주의를 기울여 비만
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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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는 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학생 615명을 대상으
로 비만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1학년 때와 현재 학년간의 비만도 변화
를 바탕으로 정상유지군,정상에서 비만이 된 군,비만지속군으로 분류한
후,이 세 군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이루어졌

으며,학생건강기록부를 이용하여 1학년 때와 현재학년의 비만도를 조사하
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특성간의 비만도 변화차이
를 분석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비만도 변화추이 분석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정상체중이었던

아동들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만이 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고학년일
수록 비만으로 되는 증가 폭이 커졌다.즉,3학년 때는 4.9%,4학년 때는
5.3%,5학년 때는 7.2%,6학년 때는 9.9%로 증가하였다.
둘째,연구대상자의 특성별 비만도 변화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인지

특성인 비만인식과 어머니 비만이 비만도 변화의 매우 유의한 변인이었다
(p=.000).
셋째,개인 면담결과 비만에서 정상이 된 군 6명의 아동은 운동 및 식사

조절,생활습관 교정,신장증가 등으로 비만상태가 개선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아동의 비만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

아지고 있고,아동들이 비만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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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어머니의 비만상태였다.따라서 아동 비만관리를 위해서는 부모를
참여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하겠고,비만상태를 개선하고 비만을 예방
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며,특히 어머니는 아
동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급증하는 비만율 감소를 위해 4학년 때부터

비만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고학년 체육수업에서는 운동량을 늘리
는 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자녀와 부모 특히 어머니가 함께 하는
비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학교 내 지역사회 어머니회와 연계하여
학교 주관 행사로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보건교육의 강화 및 보건교과 설치에 관한 학교보건법 개정

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향후 학교에서는 비만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전망하며,이와 관련하여 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학생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에 대한 효과를 측정,평가하는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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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건강생활입니다건강생활입니다건강생활입니다건강생활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 표 표 표 하세하세하세하세

요요요요....

1. 하루 수면시간(=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6시간 이하   ② 7시간 정도   ③ 8시간 정도  ④ 9시간 정도  

  ⑤ 10시간 이상

2. 하루에 TV를 몇 시간 정도 봅니까?

  ① 보지 않는다   ② 1시간 이하   ③ 2시간 정도  ④ 3시간 정도   

  ⑤ 4시간 이상

3. 하루에 컴퓨터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30분~1시간 정도   ③ 2~3시간 정도

  ④ 4시간 이상

4. 일주일 동안 평균, 운동을 몇 번 합니까?(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은 제

외)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2~3회이상 한다   ③ 4~5회이상 한다

  ④ 매일한다

  

5. 아침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가끔씩 먹는다    ③  거의 매일 먹는다

6. 평상시 밥보다 간식을 더 많이 먹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피자, 햄버거 등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습니까?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한달에 1~2번 먹는다   

  ③ 1주일에 1번 먹는다           ④ 1주일에 2~3번 먹는다   

  ⑤ 1주일에 4번 이상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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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산음료수(콜라, 사이다 등)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한달에 1~2번 먹는다   

  ③ 1주일에 1번 먹는다           ④ 1주일에 2~3번 먹는다   

  ⑤ 1주일에 4번 이상 먹는다

9.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먹는 음식의 양을 나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① 비만한 편이다   ② 정상체중이다   ③ 마른편이다

12. 자신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별로 건강하지 않다   ③ 대체로 건강하다

   ④ 매우 건강하다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본인에 본인에 본인에 본인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 표 표 표 하세하세하세하세

요요요요....

1. 본인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본인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음

3.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이모, 삼촌, 고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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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못하는 편    ② 다소 못하는 편    ③ 다소 잘하는 편   

   ④ 매우 잘한다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가정의 경제상태(생활정도)는 어디에 속합니

까?

  ① 매우 어려운 편    ② 다소 어려운 편    ③ 다소 풍족한 편  

  ④ 매우 풍족한 편

6. 부모님은 자녀(아동)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

까?

   ① 관심이 전혀 없다             ② 다소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다소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7.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졸업 이상     ⑤ 모른다

8.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졸업 이상     ⑤ 모른다

9. 아버지의 직업은?

  ① 전문직(의사, 교사, 변호사, 약사, 예술가, 목사 등)   ② 사업   

  ③ 회사원   ④ 상업(장사)   ⑤ 단순노동   ⑥ 공무원    ⑦ 기타  

  ⑧ 무직

10. 어머니의 직업은?

  ① 전문직(의사, 교사, 변호사, 약사, 예술가, 목사 등)   ② 사업   

  ③ 회사원   ④ 상업(장사)   ⑤ 단순노동   ⑥ 공무원    ⑦ 기타   

  ⑧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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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버지가 비만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어머니가 비만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답해주셔서 답해주셔서 답해주셔서 답해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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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nalysisofTrendofElementarySchoolChildren'sObesity

EunOckChung
Dept.ofCommunityHealthNursing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ungYulLeeR.N,Ph.D)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transitionsofobesity
and to analyze the obesity-related factors forimproving the health
guidanceandcontrollingtherateofobesityinelementaryschool.
A totalof615studentsfrom thirdtosixthgradeelementaryschooler

werestudiedfrom August27toSeptember5thin2007.A retrospective
study was applied to analyze the transitions of obestiy and the
obesity-relatedfactors.Fordatacollection studenthealth examination
recordandquestionnairewereused.
For data analysis, SPSS/PC(Version 12.0) has been used and

McNemartestand χ²-testwereutilized.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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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incidencerateofobesity becamehigherasstudentsgotold.
(e.g.4.9% inthirdgrade,5.3% infourthgrade,7.2% infifthgrade,
9.9% insixthgrade)
2.Theconsciousnessforobesityineachstudentandmother'sobesity
wereverysignificantfactorsrelatedtoobesity.
3.Accordingtotheresultsofinterview withsixstudentsfrom normal
groupwhowereinobesegroupbefore,theirobesitywasimprovedby
changingofexercise,diet,habitoflifestyleandgrowthofhight.
Therateofobesity in elementary schoolisincreasing rapidly as

studentsgrow.Amongmanyfactors,mother'sobesitywasthemost
importantfactor.Therefore,itisveryeffectivestrategyforparentsto
participateintheobesity-careprogram fortheir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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