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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체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the study was to

육 참여가 비만에 관련된 신체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

investigate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studies that

고찰을 통해서 논의해 보는 데 있다.

focus on th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interventions on

방법: 선행연구의 고찰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Review)과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

Methods: Initially, 1,617 studies that were conducted in

를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들을 통한 연구

South Kore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Spain,

물 수집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17편의 연구물들이

Australia, and New Zealand were

검색되었고 이 중 14편의 실험연구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studies were selected for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고려한 자료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 자료로 선별되었다.

and meta analysis.

collected. Finally 14

결과: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체육은

Result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이

school-based physical educ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밝혀졌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

on students’ obesity. However, calculated Effect Size (ES)

구 중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고안하

from the meta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 of

는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school-based physical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결론: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study, we may conclude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비만방지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physical education

으로 구성된 학교체육 교육과정을 새로이 설계하고 이를 적용

curriculum in school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revent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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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건강검사의 결과에 따르

론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비만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통계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1)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468개교, 11

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 비만비율은 11.2%에 달
했고 이 통계수치는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서구사회의
학생비만 현상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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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2)

이들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 심장병 발병요소, 콜레스테롤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비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주요도구

수치, 혈중지질, 체지방, 그리고 체질량지수 등의 다양한 객

로서 인식되어져왔고 선행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적 수치가 학생들의 비만정도를 판별하는데 활용되어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아동기와

음이 밝혀졌다.

3)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는

하지만, 학생비만에 대한 학교체육의 역할을 다룬 메타분

사실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교체육의 필요성을 부각

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행되어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4) 학생들의 비만예방에 대한 학교체

국내 비만연구들은 배제되어 왔다. 또한 학교체육이 어떠한

2,3)

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물들 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의학적 기전을 통해 학생들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학교체육 참가는 비만예방에 요구되는 신체와 체력발달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 교육과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비만연구 중, 초·중·

정을 응용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은 참가학생들의 심혈관

고등학교의 학교체육 수업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비만예방

계 건강상태와 비만관련 신체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효과를 실험한 연구물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선별하여

5)

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다양한 연구들 등을 통해 제시되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고 있다.

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기 위해
6)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은 학교체육을 취학연

이용되어진 모든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령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체활동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과 제한점을 논의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정의했다. 하지만, The British Heart Foundation7)은 학교체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체육과 비만의학 분야의 연구

육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적

자가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이들의 연구방법과 결과물들

인 한계점을 보여 왔음을 비판했는데, 그 요점은 학교체육

을 재분석해서 향후 학생건강을 위한 학교체육 교육과정

의 제한된 수업시수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설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었다.

8)

Biddle 등 은 주당 7시간 이상의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비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방

4)
Davidson 은 학교체육을 위한 충분한 수업이 진행된다 하

법

1. 자료 수집

더라도 체육수업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극대화시키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을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서 학교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

육 참가와 취학연령 학생들의 비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의견 차이는 아직 학교체육이 학

미간행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들이 포괄적으로 수집되었

생들의 비만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보고

다. 두 종류의 국내 학술논문 Data Base (DB)들(한국교육

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학술정보원 DB: RISS, 국회전자도서관 DB)과 세 종류의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왔는

국외 학술논문 DB들(SPORTDiscus, PubMed, MEDLINE)

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메타분석(meta analysis)과 체

이 연구물 검색을 위해 이용되었으며, 검색 주요어로는 비만

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형식을 이용하여 학교체

(obesity)을 문서 제목(document title)란에, 학교체육(school-

육 프로그램의 내용, 학생비만 예방효과, 그리고 학생들의

based physical educa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운동

비만측정에 이용된 도구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Nixson

(exercise)을 글 전체(all text)란에 입력하였다.

9)

등 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비만방지를 위한 학교체

문헌수집의 초기단계에서 5개의 학술논문 DB들을 통해

육의 역할을 체계적 문헌고찰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

총 1,617편의 관련 연구물들이 검색되었다(Table 1). 그 중

구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이 학생들의 프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는 논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다음

로그램 참여도와 비만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

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본 연구를 위한 연

구들의 결과를 분석하였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학교체

구 자료를 제공한 참고문헌을 선별하였다: 1) 학생들의 학

육의 학생 비만예방에 대한 순기능을 발견하였음을 증명하

교체육수업의 참가여부를 변인으로 적용하였는가?, 2) 학생

10)
였다. 또한 Budd 등 은 학생비만에 대한 연구물들을 선별

들의 비만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해서 학교체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한 변인들과 연구

된 비만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는가?, 3) 학교체육수업 참가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연구물들의 결

전후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는가? 모든 기준을

과를 종합했을 때, 학교체육을 통한 학교의 중재가 학생들

만족하는 총 37편의 연구물들이 최종 단계의 연구자료 선별

의 비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졌고,

을 위해 준비되었다(Fig. 1). 이 중, 본 연구가 채택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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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reference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Academic paper database
RISS
Korea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Library
SPORTDiscus
PubMed
MEDLINE
Total

Number
120
65
273
840
319
1,617

Fig. 1. Data collection process.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실험연구인지의 여부에

가?, 6) 사용된 통계방법이 적절히 선택, 이용되었는가? 각

따라 최종 선별과정을 통해 총 14편의 학술지 논문들이 자

각의 질문에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미리 결정해 둔 기준

료 분석을 위한 최종 연구 자료로 선별되었다.

에 따라 각 문제당 1점의 점수가 부여되었고, 부분 점수는
사용되지 않았다. 총점이 5점 이상인 경우 연구의 타당도가

2. 자료 분류

높은 연구로 분류 되었고 이 기준을 통과한 연구물들이 최

1) 자료 분류 기준

종 참고문헌으로 선택되어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

선별된 14편의 연구물들은 한국과 외국의 비만연구를 비

타분석에 이용되었다.

교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 외국의 연구물로 우선 구분되었

3. 자료 분석

다. 그 후, 연구물들의 연구기간과 연구 참여자 수, 적용된
이론적 배경, 학교체육 수업의 내용과 형태, 학생들의 비만

1) 체계적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은 선행연구에서 채

정도를 측정한 도구, 그리고 연구결과가 각각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연구들이 재분류되었다.

택된 연구문제의 초점에 중점을 두어 연구에 이용된 변인들
과 연구결과들을 범주화하는 연구기법으로 의학 및 사회과
11)

2) 연구의 타당도

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연구에 주로 이용 된다.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선별된 14편의 연구물들을 통해 학

타당도는 6점 척도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총점은 다음 질문

생들의 비만을 고려하여 고안된 학교체육의 내용, 비만측정

들에 대한 모든 점수가 합산되어 계산되었다: 1) 연구 대상

도구, 그리고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관련 신체변화에 미

자의 연령과 성별, 신체적 특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가 기

친 영향들이 범주화되었다.

술되어 있는가?, 2)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
2) 메타분석

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3) 연구 대상자 선정은 무작위로 이
루어졌는가?, 4) 학생들의 비만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표준편차 처리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Effect Size (ES)

와 그 측정치의 해석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산출을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류는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

연구를 위해 최종 선택된 14편의 선행연구 중 5편의 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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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수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메타

결

과

분석 과정에는 이들 선행연구가 제공하는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통계수치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S를 산출하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은 8편의 국내연

기 위하여 학교체육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

구와, 10편의 국외연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모든 문헌들이

은 통제집단간의 표준편차 처리효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

연구의 타당성 검증에 요구되는 기준을 통과하였으며(6점

다. 또한 선택된 비만관련연구들 중, 특정 연구의 결과물이

만점에 평균 4.85점), 학교에서 이루어진 체육수업을 매개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배제

로 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만조절 프로그램의

하기 위해서 한 연구물에서 2개 이상의 ES를 산출하지 않

효과에 대해 소개한 것들이었다. 참고문헌 중 학교체육만을

았다. ES를 산출하기 위해서 수리적 공식 ES = (Me - Mc)

이용한 연구는 11편

/ pooled Standard Deviation (SD)이 이용되었다(Me=실험

2-5,8-14)

1,6,7)

적용한 연구는 3편

집단의 평균값, Mc=통제집단의 평균값). 평균값과 표준편

학교체육과 추가 변인을 동시에

이었다(Table 2).

1.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

차가 기재되지 않은 연구물들의 ES는 공식 [1]이나 공식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관련 선행연구들이 학생들

[2]와 같이 F값과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이용하여

의 비만을 조절하기 위하여 적용한 학교체육프로그램과 그

산출되었다(Fig. 2).
변형된 ES값을 표본집단 크기간의 차이를 보완해서 보다
정확한 ES값을 얻기 위해서 위해 공식 [3]이 이용되었다.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한 학생들의 행동과 신체적 변화
에 중점을 두었다(Fig. 3).

ES는 체질량지수와 체중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만 산출되었
1) 연구 대상

으며 표본 집단의 크기가 통계분석을 위해 적절한 수준일

선별된 14편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3.5

경우, t-test가 P = 0.05 유의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세였으며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연구의 대

[1] ES =

F ( N c + N e)
Error df N c N e

[2] ES =

2 F
Error

[3] Var (ESi) =

[

df

N e+ N
N eN c

c

+(ES i )

2

]/2( N

e+

N c)

Fig. 2. Mathematical formulas for calculating effect size.

Fig. 3. Variables for children obesity measurement and numbers of studies.

- 170 -

－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

Table 2. Results of selected studies and calculated effect size
Participant
School physical
Study
Sample
Mediation
grade
education
Author (s)
period
size
factors
(K*~12)
curriculum
12)
1 Park HJ
No data 7~12
282
Physical activities
No data
includ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2 Ahn N and
12
7~9
40
School physical
After school
Kim K13)
weeks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program
3 Lee SB14)
6 days 10~12
30
School physical
No data
education

List of measurement

Calculated ES†

Body Mass Index

No data

Body Mass Index
Percentage of body fat
Blood insulin
Blood glucos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Cardiovascular condition
Muscle endurance

No data

4

Yim M15)

no data

7~8

69

School physical
education

No data

5

So W,
et al.16)

no data

7~12

72,399

School physical
education

No data

Body Mass Index

6

Brownell KD 2 years
and Kaye FS17)

K ~6

*

72

No data

Height
Weight

7

Caballero B,
et al.18)

3 years

3~5

1,704

School physical
education
Parents
participation
School physical
education
Parents
participation

2 years

K ~2

*

9,751

School physical
education

3 years

1~2

1,400

10 Gormaker SL, 2 years
21)
et al.
11 Morrison JA, no data
et al.22)

6~7

1,295

4~12

549

8

9

Datar A and
Sturm R19)
Giralt M,
et al.20)

No data

Body Mass Index
Body Mass Index
(-2.34)
Percentage of body fat
Angina suspected patient VO2Max (1.11)
VO2Max
Max MET (1.11)
Max MET
Body Mass Index
(ES†1=0.04,
†
ES 2=0.13)
Weight (-0.32)

SPARK‡
Body composition
(vigorous
Percentage of body fat
physical activity
Amount of physical
program)
activity
Obesity related
knowledge
No data
Body Mass Index

No data

School physical
education

Health promotion
program

No data

School physical
education
School physical
education

No data

Body Mass Index
Waist measurement
Amount of physical
activity
Eating habit
Body Mass Index
Body Mass Index
Waist measurement
Blood insulin
Blood glucose

Body Mass Index
(-2.23)
Weight (-1.95)
Physical activity
(0.37)
No data

12 Telford RD,
et al.23)

2 years

3

620

School physical
education

13 Utter J,
et al.24)

3 years

3~7

1,612

School physical
education

14 Warren JM,
et al.25)

5
months

K*~1

213

School physical
education

No data

Sports activities

No data

No data

Body Mass Index
Percentage of body fat
Amount of physical
activity
No data
Body Mass Index
No data
Amount of physical
activity
Leisure activities
Body Mass Index
Body Mass Index
&
Amount of physical
(-0.27)
Sports activities
activity
Nutrition knowledge
(0.67)

* K, Kindergartners.
†ES, Effect size.
‡SPARK, Sports, play and active recreation for kid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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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었다. 이 연구들은 한국1-5), 유럽9,14), 미국6-8,10,11), 그
12,13)

리고 호주․뉴질랜드

에서 실시되었고, 참여한 학생의 수

는 최소 15명에서 최대 72,399명으로 평균 4,610명이었다.

능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와 체중/체지방률에 관
련된 행동변화에 대한 ES를 산출하여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2) 표적 행동

1) 체질량지수

참고문헌들은 학교체육을 매개로 한 학교의 중재가 학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선별된 14편의 실험연구 중

들의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표적 행동들을

11편(78%)의 연구가 체중과 신장의 측정치를 이용해서 체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표적 행동들에는 신체활동

질량지수를 산출해 이를 학생의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3,9,12,14)

3,7,9)

, 음식 섭취량

량

, 그리고 비만에 관한 지식을 발달

시킬 수 있는 행동7,14)들이 포함되었다.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중 6편(42%)의 연구에서 학교체육
이 비만학생들의 체질량지수수치를 줄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3) 학교체육의 구성요소

그러나 본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산출된 체질량지수에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비만예방을 목

대한 ES의 평균은 -0.56으로 Cohen (1992)이 제시한 ES를

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한 사례와 기존의 체육수업을 변화

해석하는 기준(small: 0.2, medium: 0.5, large: 0.8)에 미치

없이 진행한 사례로 크게 구분되었다. 적용된 학교체육의

지 못했다. ES값이 음수인 것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체질

2)

형태는 방과 후 체력향상 프로그램 ,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

량지수수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

7,8)
9)
10)
램 , 건강증진 프로그램 , 그리고 학교보건 프로그램 등

지만, ES수치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해석하면

으로 구분되었다.

그 영향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초등
학교(K~6학년)와 중등학교(7~12학년) 학생들의 체질량지수

4) 비만측정을 위한 도구

수치의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비만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체질량지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78, P > 0.05).

1,2,4,5,8-14)

수를 산출, 적용하였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신체

6,7)

구성 도 비중 있게 이용되었다. 이 밖에 혈액검사를 통한

2) 체중/허리둘레/체지방률

11)
2,4,7,12,14)
도 학생들
혈중 인슐린․글루코스 농도 , 체지방량

체질량지수가 아닌 체중, 허리둘레와 체지방률로 학생들

의 비만을 측정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의 비만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전체의 28%였으며 체중과 체
지방률에 대한 ES의 평균은 0.65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5) 이론적 배경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실시된 유의성 검증에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문

서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체중과 허리둘

의 이론적 배경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었다. 이론적 배경

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음이 밝혀졌다(Table 3).

으로는 학교체육과 영양조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신체활

이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체중과 허리둘레 조절

동 증진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Social Cognitive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13)

14)

Theory 와 Social Learning Theory 가 적용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의 체중과 체지방의 변화추이

6) 부모의 참여

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

방과 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조절하기 위해 몇몇 연구

의하지 않았다(t = -2.56, P > 0.05).

6,7)

들 은 연구 대상자 학생들의 부모들도 함께 학생들을 위한
신체활동에 동참했다.

3) 기타 변인
체질량지수와 체중, 그리고 체지방 이외의 변인을 이용한

2. 메타분석 결과

관련 선행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인 관계로 메타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분석하기 위해서 메타분석이 가

연구결과의 재해석이 불가능하였다. 기타의 변인들 중, 심폐

Table 3. Results of studies that provided participants' physical conditions and calculated ES
Author (s)
Physical condition
Significance test
Calculated effect size
17)
1 Brownell KD and Kaye FS
Weight
Decrease (P < 0.05)
-0.32
20)
Waist measurement
Decrease (P > 0.05)
N/A
2 Giralt M, et al.
3 Morrison JA, et al.22)
Waist measurement
Decrease (P < 0.0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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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통계적

활동이 취학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비만관련 신체지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신체활동과 비만관

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들

련 지식의 변화를 기술한 연구들은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교체육 프로그램의 내용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을 변화시킬

이 두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필요성을 분명하게 한다.

26-28)

의 결과는 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체육 과목
4) 주요 중재 요소

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비만학생을 위한 학교의 중재는

영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형성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을
29)

이는 학교체육활동이 신체활동을 매개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방과 후 신체

포함하고 있다.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학부모의 참여로 분류되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교과

학교체육만을 중재 요소로 채택한 연구와 학교체육과 방

최소 이수 시간은 전체 학교교육과정에 할당된 시간의 8%

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혼합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적용

29)
미만으로 전체 교과목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 그 내용

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비교가 진행되었다. 두 집단의 모든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이 비만예방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판

변인들에 대한 ES들을 이용해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

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체육교과의 문제점은 신체활동이 학

과, 두 집단의 비만학생들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생들의 건강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 = -2.25, P > 0.05), 학교체육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견고하지

만을 적용한 경우(ES평균: -0.82)가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

못한데서 기인할 것이다.

그램을 함께 접목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ES평균: -0.22)

2. 한국과 외국의 연구 비교

보다 학생비만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관련주제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연구들이 서구사

났다.
학부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방과 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회에서 간행된 연구물들만을 이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학부모들이 조절하게 한 연구의 결과(ES평균: -0.79)와 그

한국과 외국의 관련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그 연구

렇지 않은 연구의 결과(ES평균: -0.23)는 통계적으로 유의

결과들을 재분석 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유럽,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한 차이를 보였다(t = -3.50, P < 0.05).

18)
국가들의 학생비만 연구 에서는 적용된 학교체육 프로그램

고

이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신체활동으

찰

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기존의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의 결과는 학교체

학교체육 수업을 별다른 수정 없이 적용하여 학교체육과 학

육이 학생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적 특성의 변화를 촉진

생비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었다.

함을 증명하였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

또한, 외국에서 이루어진 관련연구에서는 학교체육과 방

행연구들이 학교체육을 매개로 한 학생비만방지 프로그램

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영양조절 프로그

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램을 동시에 비만방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반면, 한국에서 이

1. 메타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루어진 학생비만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체육만을 비만

메타분석을 위해 산출된 ES는 학교체육 참여를 통한 신
체활동이 학생들의 비만과 관련된 신체수치를 긍정적으로

방지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학부모의 참여는 찾아보기 힘
들었다.

변화시켜왔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

일정량의 신체활동과 음식섭취의 효과적인 조절이 비만

진 메타분석의 결과로 본 학교체육과 학생비만의 관계는 통

을 막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 시기에 형성된 신체활동과 음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비만

식섭취에 관한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변화시키기 어렵

방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

다.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체육의 내용체계와 교수학습 방법

효과적인 몇 가지 교육적 전략을 소개했는데, 학교체육을

이 학생들의 비만예방을 위해 설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통한 신체활동, 보건교육,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조절, 그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고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방과 후 신체활동과 식

7)
서 선별된 14편의 선행연구 중 1편 만이 신체활동을 강화

습관 조절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학생비만

한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뿐 나머지 연구들은 기

연구도 신체활동과 음식섭취를 동시에 조절하는 보다 적극

존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것들이었다. 신체

적인 비만방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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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DC2)는 학생비만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 대한비만학회지: 제 22 권 제 3 호 2013 －

고 하겠다.

구대상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한국

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소개한 바 있다. 체질

의 비만연구들은 평균 7.24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221.5명의

량지수는 단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산출한 수치(체중(kg)/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한 반면, 외국의 연구들은 평균 32개

신장2)이다. 따라서 비만과 관련된 신체의 복잡한 역학적 관

월의 연구기간동안 평균 13,950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

계를 체질량지수 수치가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연구기간

체질량지수는 근육량의 비율이 높은 사람과 체지방량의 비

과 연구 참여자의 수는 한국의 학생비만 연구가 고려해야

율이 높은 사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정도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

를 측정하는데 있어 큰 제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의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변인에 관

학 분야에서는 체질량지수수치를 의학적 판단에 이용하는

하여, 한국의 비만 연구들은 외국의 비만 연구들에 비해 상

것을 지양하고 만성질환 발병률과 사망률과의 연관관계가

당히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의

높은 허리둘레와 체지방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들은 대부분 체질량지수와 신체구성을 통해서 학생들
10)

따라서 학생비만에 대한 학교체육의 효과를 단순히 체중

의 비만을 측정하였다. Budd 등 이 CDC에서 규정한 비만

감량과 같은 단순지표를 통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체

과 과체중에 대한 기준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

육을 실제로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강지표들을 이

년 중 체질량지수수치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체질량지수 백

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교

분위수에서 상위 5%에서 15%에 해당하면 과체중 가능성이

육과정의 폭력성향 감소, 스트레스 발산, 자신감 증가, 우울

있는 것으로, 상위 5% 안에 해당하면 과체중인 것으로 판

증 개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병

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만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학생들의 연령과 상관없이 학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건

교체육이 체질량지수수치와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강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학생비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해 준다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데 큰

학생비만을 고려한 학교체육과 영양조절 프로그램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참고한 외국의 학생비만에 관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

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체질량지수를 비만측정도구로 사

의미할 것이다.
4)
Davidson 은 학생비만을 위한 학교의 중재는 학교체육

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비만연구들은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는 척

을 통한 신체활동의 증대와 학교급식을 이용한 영양조절로

도로서 체질량지수와 신체구성을 포함한 심폐기능, 혈중 글

귀결된다고 하면서, 학교의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는 조건

루코스 및 인슐린, 그리고 혈관기능 등을 적용하였다. 이는

을 소개했다. 우선, 국가의 상위 정책결정기관이 학생비만을

학생들의 비만을 다양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해석하려는 시

고려한 학교체육과 급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건

도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측정된

강관련 기관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음식섭취에 대

수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인 해석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한 엄격한 기준을 결정하여 학교에 하달하며, 교사들이 이

신체활동과 영양조절이 어떠한 의학적 기전으로 심폐기능,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있

혈액성분, 그리고 혈관구조를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기 힘든

어서 만족할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

면이 있었다. 만약, 체육교육 분야의 연구자와 운동생리학

건의 핵심이다.
2,30,32)

다수의 건강관련 단체들

또는 의학 분야 연구자 간의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다면 보

과 선행연구들4,33)은 학교가

학생들의 비만을 조절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장소이며 학교체

다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육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

3. 비만측정 도구의 타당성 재고

인 도구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채택된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학

체육을 통한 신체활동량 조절이 학생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생들의 비만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체질량지수를 선택

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했다. 이는 체질량지수가 비만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실효

중점을 두었다.

성에 대한 고찰 없이 지속적으로 학생비만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학술논문 DB들을 이용하여 취학연령 아동과 청소년의 비
만에 대한 연구물들을 검색하여 총 1,617편 중, 자료 분류

체질량지수 측정치가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

절차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14편의 실험연구들

는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이 최근 의학연구논문들에서 밝

을 선별하였다. 이 연구물들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체계

31)

혀지고 있다. Flegal 등 은 체질량지수 수치상 과체중인 연

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 의해 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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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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