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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와 각종 유 기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비

만은  세계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득

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과 같은 취약집단에서 아동

비만의 증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Eagle et al., 2012). 실제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 수

가정 아동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0.5kg/m2로 

일반가정의 19.2kg/m2에 비해서 높았고, 비만율도 빈

곤가정 아동이 5.2%로 일반가정 아동의 3.3%보다 높

았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아동비만은 아동의 신체 , 정신  

건강과 학업수행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과체

이거나 비만인 아동은 정 체 의 아동에 비해 압, 

당 등이 비정상 인 범 에 속하고, 아동기에 체 을 

리하지 않을 경우, 심  질환, 당뇨 등 성인기 질

병으로 이어질 험이 있다. 한 아동기에 비만이었을 

경우 생애 의료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때문에 이는 경제  수 이 낮은 소득가정에 더

욱 부담이 될 수 있다(Hruby & Hu,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

동에 비해 녁 식사량은 많은 반면, TV는 보다 장시

간 시청하 고(Kim, Ham, Jang, Yun, & Park, 

2014), 건강상태  건강증진행 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Cho, Chon, & Kim, 2006). 한, 소득가정 

부모는 가정의 낮은 경제수 으로 인하여 자녀의 신체

활동 로그램 등록과 건강한 음식 구매에 제한이 있

다고 하 다(Davison, Jurkowski, & Lawson, 2012). 

따라서 소득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취약

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비만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체 , 심리  문제를 해

결할 자원은 상 으로 부족하므로 소득가정의 비

만아동에 한 우선 인 심  략개발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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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학령기의 아동은 하루에 60분 이상의 고강도 신

체활동이 권고되며, 이는 심  사질환과 같은 신체

 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한 신체활동 증진은 아

동의 정 인 사고  래 계를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 심리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keland, Heian, Hagen, Abbott, & Nordheim, 

2004). 이러한 아동의 신체활동은 아동 자신이 신체활

동의 정 인 측면에 한 인식과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장애요인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증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Yang, Jang, & Kim, 2012). 한 아

동의 신체활동 수 은 래친구와 부모의 신체활동 정

도에 향을 받으며, 아동이 녹지공간에 많이 노출될수

록 고강도의 신체활동 수 과 정서  안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rd, Duncan, Jarden, & 

Stewart, 2016). 따라서 아동의 비만 방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해 신체활동 증진이 요구되며, 신체

활동 증진을 한 략의 개발을 해서는 래집단, 

가정, 지역사회 등 다수 의 환경  요인을 우선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소득가정 아동을 상으로 

신체활동 증진 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증명해

왔다. Madsen, Hicks와 Thompson (2011)은 미국

의 소득 등학생들을 상으로 제공된 학교 기반 

로그램의 효과를 악하 다. 학교 기반 로그램은 

훈련된 인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놀이를 통

하여 아동의 신체활동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 아동의 신체활동, 학교 참여  문제해결 

능력 증가와 같은 정 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Wilson 등(2011)은 평균 연령이 11세이고 부분 

심 비용을 무료 는 부분 부담하는 미국의 소득가

정 아동을 상으로 재 연구를 실시하 다. 실험군에

는 고강도 신체활동, 행동기술과 동기부여 요소를 포

함한 재 로그램을 제공한 반면, 조군에는 스트

스 리, 약물 방과 같은 활동들을 제공한 뒤 두 그

룹을 비교하 다. 17주 로그램  9주째 평가에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고강도 신체활동이 높았다. 

한편 국내에서 소득가정 아동을 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한 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

는 무한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의 돌 이 어려워 지역사회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상으로 제공하는 아

동복지시설로서 부분 소득가정 아동이 이용하며, 

식제공, 교육, 문화 활동, 정서  지지 등 아동의 신

체 , 정신  측면에서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Kim, 2013).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부모의 돌 이 

부족한 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 을 제공하

는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으며, 소득가정 아동에 

있어 특수하고 요한 의미를 가진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가정 비만아동

과 주 양육자를 상으로 집단을 실시하여 개인, 

가정,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장애요

인을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득가정 아동을 

한 맞춤형 재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소득가정 비만아동과 주 양육자를 상

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개인·가정·지역아동센터

에서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장애요인을 악하고자 한

다. 구체 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개인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가정에서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득가정 비만아동과 주 양육자를 상

으로 개인․가정․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장애요인을 악하기 한 포커스 그룹 형식의 

탐색 -서술  질  연구(exploratory-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이다. 탐색 -서술  질  연구

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질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지 않

고 질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명명되는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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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로그램 개발 시 상자 요구도 조사를 한 

집단면담이 표 인 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기틀로 McLeroy, Bibeau, Steckler와 Glanz 

(1988)의 생태학  모형을 용하 다. 본 모형은 내

 요인, 인 계  요인,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

인, 공공정책 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내  

요인, 인 계  요인, 조직  요인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 생태학  모형은 면담질문의 구성, 자료 

분석을 한 가이드 역할을 하 으며, 내  요인은 

소득가정 아동특성을, 인 계  요인은 래집단과 

가정특성을, 조직  요인은 지역아동센터 특성을 의미

한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소득가정의 

과체 ·비만아동과 그들의 주 양육자를 상으로 하

으며, S구 지역아동센터 의회의 도움을 받아 의도표

집에 의해 참여자를 모집하 다. 아동 10명, 주 양육

자 14명이 참여하 으며, 아동과 주 양육자 각각 2집

단으로 나뉘어 집단면담이 진행되었다. 

3. 연구자의 비

본 연구를 한 연구자의 비로서 주로 자료수집 

 분석, 논문 작성을 담당한 연구자는 학원 박사과

정 에 질  연구방법론을 이수하 고, 다양한 선행연

구와 문헌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학습하 다. 한 질  

연구에 한 연구  교육의 경험이 많고, 소득가정 

아동비만에 한 연구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가 참여

하 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학의 연구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하 다(2016-08-003-001). S구 지역아동

센터 의회의 도움을 받아 의도표집에 의해 참여자를 

모집하 으며, 면담 참여를 원하는 아동과 주 양육자에

게 1주일  연구의 목   주제, 자료수집 일정, 장

소, 방법에 한 정보를 주고, 면담 날 문자 메시지

로 장소와 시간을 재 안내하 다. 매 면담 시 연구 참

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취지, 면담의 진행과정, 면

담 시간, 자료수집을 한 녹음, 익명성, 면담에서 진

술된 내용에 한 비  유지,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아동의 

경우 주 양육자의 동의서를 추가로 확인하 다. 면담 

 참여자의 일반  특성을 조사지에 자가보고 하도록 

하 다. 조용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녹음에 방

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면담을 진행하 으며,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비하여 편안한 분 기에서 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주 양

육자의 경우 각 집단별로 2시간, 아동의 경우 각 집단

별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질문은 개인/가정/지역아동센터에서 소득가

정 아동의 비만 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 비만 리 

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원하는 로그램의 종류 등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며, 집단 면담의 구체 인 

방법을 포함하여 아동용, 주 양육자용 각각의 로토콜

을 개발하 다. 본 로토콜은 Haerens 등(2009)이 

개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에게 사

용에 한 동의를 받은 후 번역  보완이 이루어졌다. 

아동과 주 양육자를 상으로 한 주요 질문내용은 

Table 1과 같다. 개발된 면담질문을 이용하여 개방

이고 반구조  질문형식으로 참여자 개인의 의견을 자

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 다. 한 분석결과가 소수의 

의견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모든 참여자에게 발언 기회

를 골고루 제공하 다. 면담내용은 녹음을 들으며 참여

자가 표 한 언어 그 로 필사하여 컴퓨터에 장하

고 진행보조자는 면담 장의 환경  참여자의 비언

어  행동도 함께 찰, 기록하 다. 면담이 완료된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집단 면담이 시행된 당일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

으며 녹음된 자료를 반복 으로 들으며 필사한 내용

을 보충하 다. 필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  자료의 

의미를 찾기 해 연구자 3인이 독립 으로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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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naire for Focus Group Interview Based on the Ecological Model

Domain                 Children Primary caregivers 

Individual 

(Children) 

Do you like being active? 

How physically active are you?

Think back during the last month. Was 

your child active?  

Which factors were influencing your 

child’s physical activity levels? 

What is the reason for your child to be 

inactive?  

Interpersonal

(Home)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are at 

home?

Do you play outside? If you do not play 

outside, what are the reasons for you 

not to?  

Why do you watch television or play the 

computer? 

Tell me if there are any rules your 

parents have set about watching 

television or playing the computer. 

Which environmental factors make a 

child to be physically active or inactive 

at home? 

Tell me if there are any rules 

regarding playing outside. 

Think back during the past month. Did 

you change your child’s physical 

activity levels in any way? Then, what 

factors motivated you to make these 

changes? 

What would motivate you to encourage 

your child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Organizational

(CCC* center)

What do you usually do during break 

time or after class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How much of physical activities do you 

do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Are you satisfied with the physical  

activities provided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hich factors affects the level of your 

child’s physical activities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hich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the 

level of your child’s physical activities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ole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in 

promoting your child’s physical 

activity? 

*CCC: Community Child Care

석하 다. 한 연구자 3인은 주기 으로 만나 각 요

인에 한 개별 분석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

눴으며, 내용을 통합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써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하 다. 필사된 자료는 개별 

문장을 의미 단 로 나 고 문장의 의미와 주제에 따

라 유사한 의미 단 를 심어를 기 으로 묶어서 주

제목록을 작성하여 분석하 다. 한 분석결과는 생태

학  모형을 기반으로 내 , 인 계 , 조직  요인

으로 구분하 다. 끝으로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평

균, 표 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하 다.

본 연구결과의 엄 성을 확보하기 하여 면담에 참

여했던 주 양육자  2인에게 참여자의 의도와 분석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아

동의 성별은 남아가 6명(60%), 여아가 4명(40%)이

었고, 학년(1～3학년)은 6명(60%), 고학년(4～6학

년)은 4명(40%)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24.26kg/ 

m2이었고, 소아  청소년 표  성장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07)

를 기 으로 과체 이 3명(30%), 비만이 7명(70%)

이었다.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기간은 1.32년이었고, 

경제  수 은 기 수 이 5명(50%)으로 가장 많았

고, 지역사회승인 4명(40%), 차상  1명(10%) 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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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Children 

(n=10)

Gender M 6(60)

F 4(40)

Grade Lower-grade 6(60)

Upper-grade 4(40)

BMI† (kg/m2) 24.26±2.09

Period of using 

CCC‡center (yrs)
1.32±0.73

Economic Status

Below the federal poverty line 5(50)

Near the federal poverty line 1(10)

Having an approval from the 

community 
4(40)

Primary 

caregivers

(n=14)

Relationship to 

children 

Mother 12(85.7)

Grandmother 2(14.3)

Age (yrs) 45.93±10.52

BMI† (kg/m2) 27.37±6.62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e 1(7.1)

Middle school graduate 2(14.3)

High school graduate 10(71.4)

University graduate 1(7.1)

Occupation

Unemployed 5(35.7)

Part-time job 4(28.6)

Employee 2(14.3)

Others 3(21.4)

Family structure

Nuclear family  5(35.7)

Single parent family  6(42.9)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y 2(14.3)

Others  1(7.1)
†BMI: Body Mass Index 
‡CCC: Community Child Care

아동과 주 양육자의 계는 모가 12명(85.7%)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조모가 2명(14.3%)이었으며 주 

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45.93세 다. 평균 체질량지수

는 27.37kg/m2이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동

양인 체질량지수를 기 (WHO, 2000)으로 정상체

이 2명(14.3%), 과체 이 5명(35.7%), 비만이 4명

(28.6%), 고도비만이 3명(21.4%)이었다. 교육수

은 고졸이 10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졸이 2

명(14.3%), 졸과 졸은 각각 1명(7.1%)이었다. 

재 직업 상태는 무직이 5명(35.7%), 아르바이트가 

4명(28.6%), 기타가 3명(21.4%), 회사원이 2명

(14.3%)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한부모가족이 6명(42.9%)

으로 가장 많았고, 핵가족 5명(35.7%), 조손가족 2명

(14.3%), 기타 1명(7.1%) 순이었다.

2.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장애

요인

생태학  모형을 기반으로 한 분석틀을 용하여 분

석한 결과,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장애

요인으로 내  요인은 1개, 인 계  요인은 3개, 

조직  요인은 2개의 주제가 형성되었다(Figure 1). 

1) 내  요인 

내  요인으로는 ‘신체활동에 한 의지 부족’으로 1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1. 신체활동에 한 의지 부족 

아동은 주로 놀이형태로 움직이거나 태권도, 합기도 

등 센터와 연계된 사설기 을 통해 신체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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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enter)
Lack of physical activity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Confined space for physical activity  

Interpersonal (Peer group & Home)
Change in communicative mean with the peer group

Absence of parental monitoring due to 

work-family balance

Absence of consistent rules 

    

Individual (Children)
Lack of will 

for physical activity 

Figure 1. Barriers to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mong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Us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질문) : “평소 여러분의 신체활동은 어떠한

가요?” 

“그냥 뛰어 놀면서 가끔씩 야구해요.”/ “놀면서 운동

해요.”/ “센터 마치고 바로 합기도 하러 가요.” (아동) 

(주 양육자용 질문) : “평소 자녀의 신체활동은 어

떠한가요?”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주 5회 태권도를 다니지만 

열심히는 안 해요.” (주 양육자) 

주 양육자들은 자녀의 신체활동 정도가 으며, 이

는 신체활동에 한 의지와 끈기가 부족한 것과 련 

깊음을 언 하 다. 

“본인 스스로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주 양육자) 

“좀만 다치면 아 다고 운동을 안 해요.” (주 양육

자)

“쉽게 포기해버려요. 심 으로 단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 양육자) 

 

2) 인 계  요인 

인 계  요인으로는 ‘ 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일과 가정 양립으로 주 양육자의 감독 부재’, 

‘일 된 규칙의 부재’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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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주 양육자는 핸드폰과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아동이 주로 좌식생활을 한다고 하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냥 놔두니깐 먹고 게임하고 화장실 가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 요.” (주 양육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두고 본 이 있

거든요. 빈둥거리면서 배고 면 먹고, 게임만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열두 시간동안 휴 폰으로 게

임만 했어요.” (주 양육자)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에 집 하는 이유로 아동과 주 

양육자는 과거와 달리 놀거리가 부족하고, 래 계 유

지를 하여 게임과 인터넷에 집착하게 된다고 표 하

다.  

(아동용 질문) :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놀 게 없어서 TV 요.”/ “근처에 사는 

친구가 없어서 핸드폰을 많이 써요.” (아동) 

“애한테 화를 일주일 동안 못 쓰게 했더니 제일 

먼  말하는 게 래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요.” (주 

양육자) 

“게임을 모르면 끼워주지도 않고 래에서 왕따가 

된데요. 그 게 외톨이가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만들더라고요.” (주 양육

자) 

“공부 교 1등 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성 은 꼴

라도 게임만 잘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린데요.” (주 

양육자) 

  

한, 주 양육자들은 핸드폰 독 방에 한 교육 

로그램을 자녀에게 제공해  것을 요구하 다.

 

“집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인데, 선생님들을 

청해서 스마트폰 독 방 같은 것을 애들한테 강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 

“스마트폰을 하면 뭐가 나쁜지 알 수 있게 교육해주

셨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 

주제 2. 일과 가정 양립으로 주 양육자의 감독 부재 

주 양육자들은 직장생활로 인해 아동의 생활을 통제

하기가 어렵다고 하 다. 

“학교랑 센터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리하니까 괜찮

은데 제가 부재 이니 집에서가 문제죠.” (주 양육자)  

“내가 뭐라고 해도 핸드폰을 몰래 하겠지만 부모가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통제가 안 돼요.” (주 양육

자)   

“지 은 애들을 조  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무 많아서 힘들어요.” (주 양육자) 

주제 3. 일 된 규칙의 부재 

주 양육자들은 TV, 컴퓨터, 핸드폰 등 좌식생활에 

하여 아동과 규칙을 정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아

동을 규제하 다. 

(아동용 질문) :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에 

해 부모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나요?” 

“TV나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

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엄마가 정해

주신 건 없어서 열두시에 자요.” (아동)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이 안 하는 것도 아

니고 말을  안 들어요.” (주 양육자) 

“나한테 들킬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

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30분만 더 해라’ 하다보면 

같이 못 자요.” (주 양육자) 

3) 조직  요인 

조직  요인으로는 ‘신체활동을 한 로그램과 인

자원의 부족’, ‘센터 내 소한 공간’으로 2개의 주제

가 도출되었다.

주제 1. 신체활동을 한 로그램과 인 자원의 

부족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술래잡기와 같은 소

그룹의 놀이형태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주 양육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 하는 체계 인 신

체활동 로그램과 이를 지도할 인 자원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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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아동용 질문)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얼마만큼 신

체활동을 하나요?”

“ 희 지역아동센터에는 체육 로그램은 이제 없어

요.”/ “운동하는 거는 없는데 그냥 술래잡기 하면서 놀

아요.”/ “체육 활동은 토요일이나 가끔 있어요.” (아동)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로그램들이 무 많다보니 

그런 것 같아요.” (주 양육자) 

“공부는 학교에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에 삼십분이라도 몸을 풀 수 있는 로그램을 하면 좋

겠어요.” (주 양육자) 

“애들을 놀이터에서 뛰어 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야외활

동을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 양육자) 

한, 주 양육자들은 자녀에게 맞는 맞춤형 신체활

동 로그램을 희망하 다.  

“자기한테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를 붙여서 특기가 될 수 있게 애들 성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주 양육자) 

“유리한 걸 시키는 거 요. 는 배드민턴 해. 는 

탁구해.  뭐해. 이 게...” (주 양육자) 

“애들 소질 개발을 좀 해주세요. 애들이 재미를 느

껴야지 한번 움직일 것을 더 움직인다니까요.” (주 양

육자)

주제 2. 센터 내 소한 공간  

주 양육자들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자녀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 다. 

“우리 애가 다니는 센터는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주 양육자)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장소가 소하니까 좀 

더 넓은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

“센터에 가보면 책상만 다 있어요. 공간이 소한 

것도 있겠지만 손잡고 팔 넘기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 

Ⅳ. 논    의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 장애요인으로 

내 요인은 1개, 인 계  요인은 3개, 조직  요

인은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

직  요인은 지역아동센터로 선정하 는데, 학교에서 

소득가정 아동만을 상으로 비만 련 요인을 악

하고 재를 제공하기에는 아동에게 낙인(stigma)을 

경험하게 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이들

이 방과 후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장소로 소득가정 아

동에게 특수하고 필수 인 환경  요인이다. 때문에 지

역아동센터를 소득가정 아동에 있어 요한 조직  

요인으로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요인이 아

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

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6～12세 아동을 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권장기 인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주 7회 하지 않는 취약계층 아동은 약 

90% 고, 좌식활동을 하루 2시간 이상 하는 비율은 

약 80%로 부분의 아동이 권장기 에 충족되지 못하

다(Kim & Choo, 2015). 이는 본 연구에서 인터

넷 게임의 심각성과 신체활동의 부족을 언 한 주 양

육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은 

놀이를 통해 뛰거나 센터에서 후원하는 사설기 에서 

제한 인 신체활동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소득가

정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을 한 략개발의 필요성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확인 되었다. 다만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아동이 인지하는 신체활동수 과 주 양육

자가 인지하는 자녀의 신체활동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달리 주 양육자들은 아동의 신체활동 

수 은 낮으며, 신체활동에 한 아동의 의지와 끈기가 

부족하다고 하 다. Corder 등(2010)의 연구에 따르

면, 활동 이지 않은 아동에 해 다수의 부모와 아

동 자신은 신체활동 수 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 양육자는 아동의 신체활동 수

을 낮게 평가하여 Corder 등(2010)의 연구와 일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신체활동에 한 실제와 인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 다. 따라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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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사를 통해 아동의 신체활동 수 에 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에게 신체활동이 

부족함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래와 어울리기 하여 주로 

게임, 인터넷,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핸드폰과 같은 매체의 장시간 사용은 아동의 

신체활동 부족과도 직결된다. 이는 래집단의 향을 

많이 받는 학령기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Lee와 

Yoo (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의 요인뿐만 

아니라 래집단의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인터넷 

독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학령기 아동의 게임, 인터넷, 핸드폰 독

을 방하기 한 재 연구가 이루어졌다. 련 선행

연구로 Koo (2013)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상

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텔 비 , 인터넷, 핸드폰 독 

방에 한 10회기 재 로그램을 제공하고, 텔

비  독 수 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소득

가정 아동을 상으로 매체의 독 방 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주 양육

자들은 자녀들의 잦은 핸드폰 사용을 우려하 고, 자녀

에게 핸드폰 독 방을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해주기를 희망하 다. 따라서 소득가정 아동의 신체

활동 증진과 더불어 아동에게 노출된 다양한 매체의 

독을 방하기 하여 재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

다. 특히 소득가정의 요구도는 일반가정과 다를 것이

며 향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가 필요할 것이다. 

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 을 형성하는 요한 

장소이며, 부모의 지지체계는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

키고, 건강한 음식 섭취를 도모한다. Pyper, Harrington

과 Manson (2016)의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와의 

야외활동 격려,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등 부모의 지지

가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활동 수 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던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 양육자가 부분 직장을 다

니므로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한 리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득가정의 주 양

육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아동의 핸드폰 과다 

사용과 같은 아동의 부정  생활습 을 통제하기가 어

렵다고 하 다. Tiberio 등(2014)은 자녀의 매체 노

출과 신체활동에 한 부모의 모니터링이 추후 자녀의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잠재 인 향을 확인하고자 종

단  연구를 시행하 다. 연구결과 어머니가 자녀의 매

체 노출에 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체

질량지수는 격하게 증가하 다. 따라서 아동의 좌식

생활을 이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부모의 역할

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 양육자에게 자녀

의 신체활동증진의 요성과 인터넷·핸드폰 사용의 

리/감독의 필요성을 알리기 한 정기 인 교육이 필

요하겠다.  

주 양육자의 감독 부재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한 일 된 규칙의 부재는 자녀로 하여  장시간동안 

매체에 노출되게끔 분 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TV 시청을 제한할 경

우 TV 시청시간 뿐만 아니라 게임  컴퓨터의 사용

도 이고, 수면시간을 늘리는 등 다른 효과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heng, Koziol, & Taveras, 2015). 

따라서 자녀의 건강한 생활습  확립을 해 부모의 

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 아동

의 롤모델로서 주 양육자의 생활습  변화도 필요하므

로 소득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부모역할의 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의 실질 인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기 한 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 양육자들은 면담  “엄마랑 아빠 역할을 희가 

못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주로 선생님들하고 있잖아

요.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

들 고민이 뭔지 말 한마디라도 조  더 심 가져줬으

면 좋겠어요.”라고 언 하 다. 즉, 자녀의 양육과 돌

에 있어 주 양육자들의 지역아동센터에 한 기 와 

의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

과 후 돌 이 필요한 아동을 상으로 보호, 교육, 문

화,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교육의 하부 역에는 

체육지도가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가정 

아동에게 있어 제2의 가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요한 환경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

역아동센터에서의 신체활동 장애요인을 확인하 다. 신

체활동에 한 재는 아동의 체질량지수  당 등

을 낮추고 고강도의 신체활동 수 을 높이므로 효과

인 신체활동 로그램 제공은 비만 방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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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Li et al., 2014). 하지

만 본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고, 주로 놀이 형태로 아동들

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소득가정 

아동이 신체활동 권고수 을 충족하기 해서는 체계

인 신체활동 로그램 개발과 리가 요구된다 하겠

다. 한, 주 양육자들은 아동 각 개인에게 맞춤형 신

체활동 로그램을 제공해  것을 희망하 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양과 신체활동에 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교육 정보를 제공했을 때, 아동의 체질량지수는 감

소하고 신체활동은 증가하 다(Chen, Weiss, Heyman, 

Vittinghoff, & Lustig, 2008). 따라서 아동 각 개

인의 체형과 흥미를 고려한 신체활동 로그램이 획일

화된 재보다 효과 이고 행 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

다. 하지만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독자 으로 실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자원의 확보를 해 지역

사회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가정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한 다른 조직

 장애요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체활동 로그램을 

지도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Bevans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신체활동 로그램의 운 에 

있어 한 인력 확보는 아동의 반 인 신체활동 

수 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

활동 지도를 한 충분한 인 자원 확보는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고질  문제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

역아동센터 교사의 업무는 주로 센터운   아동 

리에 집 되고, 아동의 건강증진을 한 로그램의 운

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ho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신

체활동을 포함한 특기 성 역을 지도함에 있어 지역

사회 내 인 , 물  자원의 연계가 부족하고 재정  제

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방 

행정구역 내에서도 이용 아동 수에 비해 센터 종사자

나 사자가 충분한 지역이 있는 반면, 지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지역도 있었다(Lee, Lee, & Lee, 2014). 

따라서 간호 연구자들은 각 시도 계자  문가들

과의 트 십 구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을 

악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건강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력  재정 확보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지역사회 내 학과의 연계를 통해 신체활

동 증진 로그램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인력 확

보를 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아동의 신체활동

을 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는 아동 1인당 최소 3.3m2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82.5m2 미만의 부지를 가진 지역아동센터는 약 

200곳으로 아동 1인당 평균 면 은 3.3m2인 반면, 

165m2 이상의 센터는 약 1000곳이며 아동 1인당 평

균 면 은 8.8m2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따라서 센터의 사정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센터의 환경을 고려하여 

넓은 공간이 확보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로그램과 

좁은 공간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차별화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활동 공간이 부족

한 센터의 경우 학교 운동장  지역사회의 체육  등

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방안의 모색도 필요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득가정 비만아동과 주 양육자를 상

으로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있어 장애요인을 악하

기 한 포커스 그룹 형식의 탐색 -서술  질  연구

이다. 국외와는 달리 국내에서 소득가정 아동을 상

으로 하는 신체활동 증진 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가정 아동을 상으로 개

인, 가정, 특히 소득가정 아동에 있어 요한 환경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체활동 증진의 방해요인을 탐색하

고자 하 다.

연구결과, 신체활동 장애요인으로는 내  요인 1개

(신체활동에 한 의지 부족), 인 계  요인 3개

( 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일과 가정 양립으로 

주 양육자의 감독 부재, 일 된 규칙의 부재), 조직  

요인 2개(신체활동을 한 로그램과 인 자원의 부

족, 센터 내 소한 공간)의 주제로 나타났다. 즉,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을 해서는 아동 

개인 뿐 아니라 래집단, 가정, 지역아동센터를 포함

한 다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질  연구의 특성상 일 지역의 소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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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 양육자를 상으로 하 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한 아동  주 양육자만을 

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요인을 악하 기 

때문에 센터 상황  여건을 구체 으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아

동센터 교사  련 종사자를 포함하여 소득가정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향을 미치는 지역아동센터

의 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

회 특성이 소득가정 비만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에 미

치는 향을 악하기 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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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riers to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mong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Us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Lee, Ja-yin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ark, Jiyo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Doctoral Student,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Kim, Hee-Soo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im, Wan-Soo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ealth Promotion, Daegu University)

Hwang, Gahui (Master Student,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arriers to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mong obes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using community child care (CCC) center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n exploratory-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CCC centers, and 4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and 14 primary caregiver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barriers to promoting physical activi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areas: 1) individual, a lack of will for physical activity; 2) interpersonal, a change in 

communicative mean with the peer group, absence of parental monitoring due to work-family 

balance, and an absence of consistent rules; and 3) organizational, lack of physical activity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and confined space for physical activity. Conclusion: The 

physical activity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is influenced by a range of ecological 

barriers.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 to prevent and manage 

childhood obesity in low-income children.  

Key words : Focus groups, Health status disparities, Pediatric obesity,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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