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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사업이 학생들의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방법: 소아비만 예방사업을 시행한 부산 사직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들(개입군, 96명)과 일반적 교
육지침을 시행한 금강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들(대조군, 136명)을 대상으로 초기(2006년 3월)와 사업
시행 6개월째(2006년 9월) 체질량지수, 체지방률을 측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응답한 설문지로 생활습관을 조사하였
다. 통계적 분석은 혼합모형 ANCOVA로 시행하였다.
결과: 연령, 성별, 초기의 측정치를 보정한 후 소아비만 예방프로그램 시행 후에 측정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은 개입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 성별, 초기의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보정한 후에 대조
군에 비하여 개입군에서 식사습관(P = 0.058), 신체활동과 운동습관(P = 0.015), 식사태도(P = 0.003), 자기효능감
(P = 0.018), 건강증진행동(P < 0.001)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결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단기적 소아비만 예방사업은 4~6학년 학생들의 체지방 개선보다 생활습관 개선에 효
과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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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13)

하였다.

론

학교마다 시행한 사업에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소아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사습관과 운동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습관을 교육하되 아동들의 체중상태에 따라 비만이거나 위

소아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전략이다. 외국에서

험 체중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아동들

시행한 학교 중심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반적

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

인 신체활동 및 식사 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에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대조집단과 비교

서는 TV 시청시간이나 청량음료 섭취제한과 같은 일부 요

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1-7)

14)

국내에서도 연구학교나 시범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부산시 교육청에서 비만예방교육

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의 학년과 체중상

연구학교로 지정한 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예방

태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이나 지역사회 전

사업인 ‘공동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나의 건강다지

문기관, 가정과 연계를 가지면서 소아비만 예방사업을 시행

기 습관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 중 일부 아

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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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6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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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선정하여 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

1회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가정과 연계된 비만예방교육을 시

이 학생들의 신체측정치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

행하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주위에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

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을 1회 가졌고, 아침 등교시간 피켓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방

법

3. 측정변수

1. 연구대상

1) 건강관련 생활습관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소아비만 예방사업을 실시한 부

연구대상이 된 학생들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3

산사직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301명 중 사업의 효과

월과 사업이 시행된 2006년 9월에 직접 기입하는 설문지를

를 평가하기 위해 임의로 4~6학년 각각 1학급 학생 96명을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교사들이 개발하였으며 식사습관(20

선정하였다(개입군). 사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임의

문항), 신체활동과 운동습관(11문항), 식사태도(11문항), 체

로 금강 초등학교의 4~6학년 각각 1학급 학생 136명을 선

중과 관련된 자기효능감(23문항), 건강증진행동(21문항)으

정하였다(대조군). 개입군과 대조군으로 선정된 학교는 동

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각 영역의 Cronbach alpha는 식사습

래구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경제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속해

관에 관한 설문은 0.82, 신체활동과 운동습관에 관한 설문

있다.

은 0.71, 식사태도에 관한 설문은 0.66,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은 0.81, 건강증진행동에 관한 설문은 0.82 이었다. 각

2. 소아비만 예방사업 내용

영역별로 문항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을 자주 할수록 점수가

소아비만 예방사업은 크게 두 개 과제로 나누어 시행되

높은 Likert식 5점 범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해당 습관에 대

었다. 첫 과제는 공동체 협력을 이용한 사업이었고, 다른 과

한 문항들에 대한 점수를 합하였다. 즉, 각 설문에 대한 총

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건강에 바람직한 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보다 자주 이행하고

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었다. 첫 과제를 운영하기 위하

있음을 의미한다.

여 지역사회 보건기관과 연계하였고, 건강 바우처(voucher)
제도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 보건기관인 보건소는 비만아

2) 신체계측

동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료로 체력평가 및 영양평가를

학생들은 가벼운 실내복 차림으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

제공하였고, 보건소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전학년 학생들

서 신장, 체중, 근육량, 체지방률을 측정받았다. 측정은 각

을 대상으로 학년 단위 협력수업을 학년 별 연간 10시간을

학교의 보건교사가 시행하였고 측정기구는 자동화된 체중

편성하여 건강 영양교육 5시간 및 운동요법 5시간과 학급단

및 신장측정계(DS-102, 아이엠텍, 서울, 한국)와 생체전기

위 협력수업을 6학급에 6시간 수행하였다. 건강 바우처 제

저항법을 이용한 Inbody J10 (Biospace, 서울, 한국)를 이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생활체육인협의회의 지원 하

용하였다.

에 비만 학생 15명을 선정하여 9개월간 주 3회 방과 후에

4. 통계적 분석

시민체력센터에서 운동처방을 받고 인근체육시설에서 무료
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개입군과 대조군 간의 범주변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으

생활체육인협의회로부터 매월 첫 토요일에 총 24시간에 걸

로,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 시작 전에 측정한 신체계측 및

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일제 운동프로그램을 지

설문조사로 평가한 다섯 가지 건강관련 생활습관의 비교는

원받았다.

t-test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6개월 후 신체계측

비만예방사업의 두 번째 과제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및 생활습관이 개입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웹컨텐츠를 이용한 건강다이어리를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혼합모형의 ANCOVA를 사용하였다. 혼합모형

행동습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의 ANCOVA로 프로그램 시행 후 두 군 간에 체질량지수

보건실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비만에 관심을 가질 수

를 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체질량지수, 독립변수는 학교,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 급식도 열량을 낮추기 위한

공변량 변수로 초기 체질량지수, 연령, 성별을 설정하였다.

조리방법과 전통 음식을 활용한 식단으로 구성하여 학생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신체계측 치(신장, 체중, 체지방률,

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비만예방을 위

근육량) 및 체중관련 생활습관 조사치에 대한 혼합모형

한 수업을 다양하게 첨가시켜 교육활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

ANCOVA를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개입의 효과를 분석

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들

하기 위하여 남녀 아동을 구분하여 혼합모형 ANCOVA를

도 학생비만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총 15시간 동

시행하였고, 이 때 공변량 변수는 초기 측정치와 연령만 포

안 별도로 이수하였고, 학부모 연수회를 2회 주최하였고, 주

함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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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obesity prevention program on anthropometric measures
Baseline

Post-intervention

Intervention

Control

Intervention

Control

Adjusted change
(95% CI)

Height (cm)

143.6 ± 8.5

143.3 ± 7.3

145.7 ± 8.6

146.6 ± 7.4

-0.9 (-3.2~1.4)

Weight (kg)

39.5 ± 9.2

41.1 ± 9.3

0.4 (-2.5~3.2)

Variable

2

39.8 ± 10.1

41.5 ± 10.4

BMI (kg/m )

19.0 ± 3.0

19.2 ± 3.5

19.6 ± 5.0

19.1 ± 4.2

0.5 (-0.8~1.9)

%body fat (%)

24.5 ± 7.8

24.6 ± 8.5

22.8 ± 8.6

24.7 ± 8.1

-1.9 (-4.3~0.6)

M. mass (kg)

15.3 ± 3.3

15.3 ± 3.0

16.5 ± 3.2

16.0 ± 3.5

0.5 (-0.5~1.7)

BMI, body mass index, M. mass (kg), muscle mass.
Baseline and post-intervention values are unadjusted mean ± SD.
Change estimat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are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adjustment for the baseline value, age, and sex.

Table 2. Effects of obesity prevention program on weight related habits
Baseline

Variable

Post-intervention

Adjusted change
(95% CI)

Intervention

Control

Intervention

Control

Eating habits

42.5 ± 6.8

44.5 ± 12.6

46.7 ± 10.8

Physical activity

25.8 ± 7.0

24.2 ± 7.4

27.6 ± 7.5

23.7.1 ± 7.3

Eating attitudes

22.6 ± 5.2

22.6 ± 6.0

24.8 ± 5.1

21.8 ± 5.5

2.7 (0.9~4.5)*

Self-efficacy

49.6 ± 12.2

50.5 ± 11.5

54.7 ± 11.6

48.7 ± 12.9

5.4 (0.9~9.9)*

Health promotion

53.5 ± 12.5

46.5 ± 10.8

54.6 ± 12.3

46.5 ± 12.3

7.9 (3.8~12.0)*

41.6 ± 11.3

3.8 (-0.1~7.7)
*

3.4 (0.7~6.1)

Baseline and post-intervention values are unadjusted mean ± SD.
Change estimat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are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 group
after adjustment for the baseline value, age, and sex.

로 시행하였다.

(P = 0.058), 신체활동과 운동습관 점수(P = 0.015), 식사태
도 점수(P = 0.003), 자기효능감 점수(P = 0.018), 건강증진

결

행동 점수(P < 0.001)는 대조군에 비하여 개입군에서 유의

과

하게 높았다(Table 2).
개입군과 대조군 간에 인구학적 특성 및 초기에 평가한

성별에 따라 소아비만예방 프로그램 시행 후 신체계측치

신체계측치와 설문조사로 평가한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비교

가 개입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

한 결과 개입군에서 남아의 분율이 53%, 대조군에서 38%로

령과 초기의 측정치를 보정한 후에 예방프로그램 시행 후

남아의 분율이 개입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 = 0.025), 건

측정치는 성별에 상관없이 개입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

강관련행동을 평가한 점수가 개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이가 없었다(표로 제시 안 함).

유의하게 높았다. 초기에 평가한 신체계측치 및 다른 건강
관련 생활습관 점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Table 1,2).
소아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개입군과 대조군 간

본 연구는 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사업

에 신체계측치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비교하였다. 연령,

이 아동들의 체중상태 및 체중관련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었

성별, 초기의 신체계측치를 보정한 후 소아비만 예방프로그

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수업시간을 이

램 시행 후에 측정한 신체계측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용하여 학교 교사들이 소아비만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아동

가 없었다(Table 1). 반면에 소아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들에게 교육하거나 보건소나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

한 후 평가한 건강관련 생활습관은 대조군에 비하여 개입군

회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아동의 개인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령, 성별, 초기의 건

별 생활습관을 모니터 하기 위하여 웹컨텐츠를 이용하여 식

강관련 생활습관을 보정한 후에도 식사습관에서만 경계성

사일기를 기록하게 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

으로 개입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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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

대조군 임상시험 또는 대조군 임상시험에 포함된 22개 연구

였음을 보여주었다.

에서도 19개 연구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시행되었다.

16)

비만예방 사업 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개입군에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아비만 예방사업은 식사교육과 신

신체계측 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체중관련 생활

체활동 증가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비만을

습관은 모든 지표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개입군에서 유의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인

게 바람직한 변화를 보였다. 생활습관의 변화에 의해 신체

적 생활습관 변화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계측 치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개입 후 신체

있다. 학교중심의 소아비만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계측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재측정 간격이 충분히 길지 않았

미국에서 발표되었지만 소아비만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여

기 때문에 신체계측 치 변화와 생활습관 변화에 이러한 차

러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아시아, 유럽,

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한 학교 중심 소아비만 예방 사업에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개입이 아동들의 비만도 또는 신

관한 고찰에 따르면 21개 연구 가운데 7개에서 식사교육과

체계측 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바에 따르면 최소

신체활동 교육을 병행하였고, 비만예방 사업의 이론적 배경

한 12개월 추적한 24개 연구들에서 8개는 아동들의 비만

이 뚜렷한 연구가 드물었지만 비만예방 사업 후 행동변화를

상태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16개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효

관찰한 14개 연구 모두에서 아동들의 생활습관에 긍정적 효

과가 없었고, 다른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5개 연구를 추가

과가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하여 29개 연구를 재분석한 결과 15개 연구에서 아동들의

교사들이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후 직접 사업을 운영하

비만상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15)

Cochrane

review에 서도 식사교육과 신체활동 교육 두 가지를 병합한

여 학교교육에 소아비만 예방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6개 연구 가운데 5개 연구에서 임상시험 후 아동의 과체중
16)

17)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연구대

즉, 소아비만 예방

상의 대표성이다. 즉, 소아비만 예방사업의 대상은 저학년

사업이 아동들의 신체계측 치에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연구

학생들을 포함하였음에도 4~6학년 학생들 중 임의로 선정

못지않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혼재한다. 아동들

된 학급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상태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의 신체계측 치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 연구들은 전반적인

연구의 결과를 저학년 학생들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두 번

식사교육이나 신체활동 교육을 강조한 사업이라기보다 탄

째 제한점은 생활습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2)
산음료 섭취를 줄이도록 아동들을 교육한 James의 연구 ,

검증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개입군에 포함된 학생들의 경

3)

TV 시청시간 줄이기를 강조한 Robinson의 연구 , TV 시청

우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천하는 것

시간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 및 지방섭취를 줄이

보다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도록 한 Planet Health 연구처럼4) 구체적인 변화방법들을

하기 어렵다.

제시한 연구들 이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사업은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게 일부 연구에서 소아

사업 시행 6개월 후 학생들의 체지방 변화보다 생활습관 개

비만 예방프로그램이 신체계측 치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지

선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생활습관 개선이 장기적으로 학생

만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 변화에는 효과적임

들의 체지방 변화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 연

을 보고하였다. Pathway Study의 경우에 비만예방 사업 후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이 된 아동들의 체지방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아
5)
동들의 지식, 태도,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 Be
6)

ABSTRACT

7)

Smart와 APPLES 연구에서도 식사패턴이 바람직하게 변

Effect of Elementary School Based
Intervention to Prevent Obesity in Children

화되거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개선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목적이 아닌 현실에서 학교교육과 접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소아비만 예방 사업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의 방법과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소아비만 예방사업을 소개하거

examine the impact of school-based obesity prevention

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들 사업

intervention on body mass index (BMI), percent body fat,

이 연구논문으로 활발히 소개되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국에

and health-related behaviors in children.

서는 학교 중심 소아 비만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가 소아비

Method: 96 students who were in grades 4~6 of Busan

만 예방에 관한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Cochrane

Sajik elementary school and 136 students in the same

review에서 12주 이상 시행된 소아비만 예방에 관한 무작위

grades of Keumgang elementary school received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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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intervention

and

the

usual

curriculum,

obesity in American Indian school children. Am J

respectively. At baseline (March, 2006) and postinter-

Clin Nutr 2003;78:1030-8.

vention (September, 2006), their BMI, percent body fat were

6. Sahota P, Rudilf MCJ, Dixey R, Hill AJ, Barth JH,

measured and they completed a class room-administered

Cade J.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primary school based intervention to reduce risk

mixed model ANCOVA.

factors for obesity. BMJ 2001;323:1027-9.

Results: Compared to children in the control school,

7. Warren JM, Henry CJK, Lighttowler HJ, Bradshaw

BMI and percent body fat at postintervention for children

SM, Perwaiz S. Evaluation of a pilot school program

in the intervention schoo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imed at the prevention of obesity in children. Health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baseline measurements.

Promot Int 2003;18:287-96.

Children in the intervention school had more desirable

8. 부산배산초등학교. 건강생활 습관형성을 통한 비만의식

scores in eating habits (P = 0.058), physical activity and

의 함양. 비만예방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2005.

exercise participation (P = 0.015), eating attitudes (P =

9. 부산중학교. 건강다지기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비

0.003), self-efficacy (P = 0.018), and health promotion

만예방 생활습관형성. 비만예방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behaviors (P = 0.001) compared with children in the

2005.

control school.

10. 서울 삼각산초등학교.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

Conclusion: A school-based obesity prevention program

한 어린이 비만예방. 학교급식 시범학교 1차년도 보고

offered in grades 4~6 produced more desirable changes in
health-related behaviors than in adiposity.

서 2005.
11. 서울 신상계초등학교.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운동 프로
그램 적용을 통한 어린이 비만예방 및 관리. 학교보건

Key words: Prevention of childhood obesity, health
related behaviors, adiposity, school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5.
12. 제주동초등학교. 튼튼이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아
동 비만 예방과 치료. 보건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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