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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린이들은 매일 학교 수업 및 과외 학원, 학습지나 숙제 등과 같은 학업 관련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여가시간을 이용해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좌식 생활(sedentary activity) 위주
로 보내고 있다. 정상체중아에 비해, 비만아들은 운동을 자주 하고, 운동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많으나, 운동의
강도나 지속성이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선호도나 적극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반해 하루 2시간 이상 TV나 컴퓨터 사용을 하는 비율은 높다.
그러나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면 비만이 개선되며, 좌식 생활량을 줄이면 여러 기전을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가정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겁게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부모가 함께 자녀와 같이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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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사교육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며, 어린이들은 학

론

원 혹은 가정에서 학습지, 예체능 개인 교습 등으로 실내에
비만을 산술적으로 정의하면, 섭취 에너지에 비해서 소비

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14,15)

심지어, 초등학생들

1-3)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대학생들보다 학습 활동 시간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16)

이러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를 줄이거나,

15)
Lee 등 은 어린이들이 하루 24시간의 약 27.8% (약6시간

4)

섭취 에

40분)를 학습 관련 활동으로 소비하며, 컴퓨터 관련 활동

너지를 줄이는 식이요법의 경우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반면,

등으로 154.7분을 소비한다고 보고하였다. 비만아의 과반수

소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대두되어왔다.

운동요법을 통해 소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우, 체중 감

가 방과 후부터 저녁 식전까지 과외나 학원 혹은 가정 학습

량 후 요요 현상을 예방하고, 감량 체중의 재획득을 방지하

을 하며,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 대부분 텔레비전 시

는데 도움이 되며, 비만으로 인한 여러가지 질환을 예방하

청이나 숙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

17)

5-10)

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좌식 생활 위

주의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성인기까지 습관이 지

한편, 현대 사회 어린이들은 비만을 초래하는 환경

속되거나 악화되며 비만할 확률이 증가하기 쉽다.

18-20,22)

예

(obesogenic environment)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우리나라

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을 매일 한두 시간씩

의 교육여건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체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

할 경우 1~2년 후 체질량지수나 체중이 증가할 위험이 크게

12)

고 , 심지어 약 80% 이상의 교사들이 가끔 체육시간에 다
13)

른 교과목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상승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20,21)

비활동적인 어린이의 과반수가 성인 초기까

지 동일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5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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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운동과 텔레비전 시청량이 5년 후까지 지속하는 경
우도 있다.

‘신체 활동' 그리고 ‘텔레비전' 등을 키워드로 활용하여 문

23,24)

헌을 수집하였다.

40)

얻어진 결과물 중 초등학생을 비만아와

따라서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생활습관화하고, 좌식 위주

정상 체중아로 분류한 후, 신체활동 혹은 운동, 좌식 활동

의 신체 활동을 교정하는 것이 요구된다.8,10,25,26) 그러므로

등을 비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만 한정

본 글을 통해 비만아들의 신체활동 실태를 알아본 후, 신체

한 결과, 총 15편의 연구물들을 선별한 후, Table 1, 2에 정

활동과 소아 비만과의 관련성 그리고 좌식생활, 특히 텔레

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운동 빈도에 있어서, 비만아들은

비전 시청,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과 비만 간의 관련성을 살

운동을 더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매일 하는 비율도 높으

펴본 다음, 비만아들의 신체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며, 운동 개인교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언하고자 한다.

조적으로, 정상체중아들은 비만아에 비해 운동에 참여하는

본

3,32,34,50-54)

이와 대

횟수가 많지 않았다. 즉, 정상아들의 42~46%가 일주일에 3

론

회 미만으로 운동하였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도

1. 문헌을 통해 살펴본 국내 비만아들의 신체 활동
실태

32,44,53)

유의하게 더 높았다.

둘째, 운동의 양과 강도에 있어

서, 비만아들이 정상아에 비해 운동 기간 및 중등도 강도 이

최근 약 20년간 출판된 문헌을 토대로 비만아들의 신체

상의 운동량이 유의하게 적었다.

16,51,57)

셋째, 일상적인 신체

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자 도서관 문헌 검색을 실시

활동에 있어서, 비만아들은 실외 활동을 하는 비율은 많으

하였다. Children, Obesity, Exercise 등을 Major Heading으

나, 통학 시 걸어 다니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로 선정하여 외국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Subheading에서

았다.

53,58)

64-66)

넷째, 학교 체육 활동 시, 정상아들은 학교 체육시

physical activity, exercise, walking 등을 확인하였다.

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운동

우리나라 전자 문헌 검색은 1990년부터 2008년 6월 현재까

장에서 활발히 뛰어노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만아들

지 발행된 국내학술지 중 ‘어린이 비만', ‘소아 비만', ‘운동',

은 학교 체육시간을 싫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적극적으로

Table 1. Difference of physical activity between obese and normal weight children
Grade
Mean
Percent (%)
Variables
Location
Sex
Obese
Nomal
Obese Nomal
(Year)
Frequency of exercise
Regular exercise
Busan
Both 1~6
52.1
34.1
Regular exercise
Busan, Geongnam Both 1~6
92.2
44.0
Regular exercise
Daegu
Both
5
40.4
27.2
Exercise everyday
Busan
Girl 1~6
14.0
5.7
Exercise everyday
Seongnam
Girl 1~6
24.0
15.4
Exercise Daily
Daegu
Both
5
47.5
43.8
Exercise < 3 times / wk
Incheon
Boy 4~6
39.3
42.1
Exercise < 3 times /wk
Incheon
Girl 4~6
53.9
61.7
Never exercise
Sungnam
Girl 1~6
10.0
34.1
Never exercise
Busan
Girl 1~6
12.1
22.9
Private lesson of exercise
Busan
Girl 1~6
7.6
2.6
Private lesson of exercise
Daegu
Both
5
22.9
15.9
Amount or intensity of exercise
Exercise time / day (min)
Busan
Both 1~6 89.60 ± 55.70 109.00 ± 63.80
Daily exercise ≥ 1 hour
Busan
Boy
6
0
27.0
Daily exercise ≥ 1 hour
Busan
Girl
6
0
7.0
MET 8 (e.g., football, swimming)
Gwangju
Boy 4~6
0.71 ± 0.40
0.92 ± 0.43
MET 5 (e.g., bike riding, baseball)
Gwangju
Boy 4~6
0.53 ± 0.30
0.66 ± 0.41
Daily physical activity
Daily outdoor activity
Seongnam
Both 1~6
40.9
27.8
Outdoor activity < 30 min
Seongnam
Girl 1~6
32.7
38.9
Going to school on foot
Incheon
Both 3~6
4.19 ± 1.14
4.21 ± 1.08
School physical education
Active participation in school PE
Incheon
Both 3~6
3.5
4.07
Play at school yard
Changwon
Both 4~6
23.5
36.4
Dislike of PE class at school
Daegu
Both
5
22.3
13.5
Less active participation in PE
Gumi
Both 4~6
46.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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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uthors

< 0.001
0.000
< 0.001
0.005
0.018
< 0.05
< 0.05
< 0.05
0.018
< 0.001
< 0.05
< 0.05

Kwon et al. (2002)
Baek & Yeo (2006)52)
See & Lee (1992)3)
Kim & Kim (1997)32)
Kim& Nam (1998)53)
34)
Seo & Lee (1992)
44)
Kim et al. (2008)
44)
Kim et al. (2008)
Kim& Nam (1998)53)
32)
Kim & Kim (1997)
Kim & Kim (1997)32)
34)
Seo & Lee (1992)

<
<
<
<
<

Kwon et al. (2002)
16)
Kim & Lee (2005)
16)
Kim & Lee (2005)
57)
Shin et al. (2000)
Shin et al. (2000)57)

0.001
0.010
0.05
0.05
0.05

< 0.05
0.030
0.015
<
<
<
<

0.001
0.05
0.010
0.001

51)

51)

53)

Kim & Nam (1998)
Kim & Nam (1998)53)
Lee & Chang (1999)58)
Lee & Chang (1999)58)
55)

Lee et al. (2001)
34)
Seo & Lee (1992)
Heo & Choi (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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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sedentary activity between obese and normal weight children
Grade
Mean
Percent (%)
Variables
Location
Sex
Obese
Nomal
Obese Nomal
(Year)
Sedentary activity
Sedentary activity during leisure time
Gwangju
Both 1~6
57.4 46.9
Use of stairs rarely a day
Busan
Boy
6
30
0
Use of stairs rarely a day
Busan
Girl
6
54
0
Amount of lying a day (min)
Busan
Boy
6
19 ± 22
10 ± 13
Amount of lying a day (min)
Busan
Girl
6
27 ± 19
11 ± 13
Dislike of sports
Dislike of skipping
Daegu
Both
5
10.6 4.9
Dislike of athletic
Daegu
Both
5
35.9 13.1
Dislike of gymnastic
Daegu
Both
5
38.4 26.9
TV & Computer
TV & computer on weekends (min/day)
Seoul
Both
1 129.00 ± 112.90 74.40 ± 71.20
TV or computer ≥ 2 hours/day
Seoul, Gyeonggido Both
1
42.6 17.4
TV ≥ 2 hours / day
Gwangju
Both 1~6
59.5 53.7
TV≥ 2 hours/day
Seoul
Both 1~6
49.8 42.1
TV < 1 hour/ day
Seoul
Both 1~6
8.6 12.6
Computer on weekend (min)
Incheon
Boy 4~6 126.40 ± 100.30 104.50 ± 98.70
TV with eating
TV or reading with eating
Gwangju
Both 1~6
54.1 42.8
TV with eating
Gyeongnam
Boy 4~6
32.5 48.5
TV with eating
Gyeongnam
Girl 4~6
30.0 43.5
Reading or TV with snacking*
Incheon
Both 3~6
3.44 ± 1.21
3.87 ± 0.99
* 5- point Likert scale ranges from 1 (very much) to 5 (never).

P

Authors
34)

0.007
0.001
0.001
0.05
0.001

Son & Lee (1998)
16)
Kim & Lee (2005)
Kim & Lee (2005)16)
16)
Kim & Lee (2005)
Kim & Lee (2005)16)

< 0.010
< 0.001
< 0.001

Seo & Lee (1992)
Seo & Lee (1992)34)
Seo & Lee (1992)34)

0.042
0.003
0.003
0.034
0.034
< 0.05

Kim et al. (2007)
Kim et al. (2008)44)
Son & Lee (1998)34)
59)
Park et al. (2006)
59)
Park et al. (2006)
44)
Kim et al. (2008)

0.01
< 0.01
< 0.01
< 0.01

Son & Lee (1998)
Kim & Kim (2004)63)
63)
Kim & Kim (2004)
Lee & Chang (1999)58)

<
<
<
<

34)

56)

34)

Organized sport
replaces play
for children

Fig. 1. Hypothetical pathways between car-reliance and physical
50)
activity.

Fig. 2. Hypothetical pathways between car-reliance and food
consumption.50)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다(Table 1).2,34,55,58)

들은 TV를 한 시간 미만으로 시청하는 비율이 높았다.59)

다음으로 좌식 생활에 있어서, 비만아들은 실내에서 좌

한편, 체중상태에 따라 TV를 보면서 군것질을 하는 것이

식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집안에서 누워있기를 좋아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

16,34)

하고, 계단을 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58,63)

(Table 2).

또한, 이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비만아들이 체중을 조절하기 위

들은 줄넘기, 육상, 체조 등을 싫어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34)

비만아들은 주말에 TV와 컴퓨터를 하는

한 수단으로서 운동의 횟수를 증가시키며, 운동 개인 교습

시간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하루에 TV나 컴퓨터를 2 시간

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매번 운동 시 마다 충분한

높게 나타났다.

이상 하는 비율도 많았다.

34,44,56,59)

강도나 지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에 반해 정상 체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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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증가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81-86) 예를 들면, 1일 텔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운동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레비전 시청시간이 한 시간 증가할수록 비만 유병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이들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1~2% 증가하며, 텔레비전 시청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경우

와 같은 좌식 생활을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꺼

체중 증가의 위험은 40~50%까지 증가한다.

35,36)

Gortmaker

37)

려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좌식 생활은

등 는 매일 TV 시청량이 2시간 미만인 경우와 5시간 이상

일부 바람직하지 않는 식습관과 연합하여 비만을 악화시킬

인 어린이를 비교한 결과, 후자에서 비만 유병률이 4.6 배

수 있으므로(Fig. 1, 2), 좌식 생활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증

증가한다고 하였다(Fig. 3). 국내 연구에서도 TV 시청시간

진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2시간 이상이면 체중증가 군에 포함될 위험이 2.8배
20)

(95% CI: 1.27~6.18) 증가하였다.

2. 신체활동과 소아 비만과의 관련성

반면에 TV 시청량을

감소시키거나, TV를 시청하더라도 틈틈이 중등도 강도 이

신체활동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서, 용어 자체

상의 신체활동을 병행하면 비만 유병률을 줄일 수 있

의 이질적 속성으로 인해 규정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다.

37-39,87,88)

일반적으로 골격근의 수축으로 초래되는 신체 움직임으로

그러므로 TV 시청과 소아 비만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이란 전형적으로 체력과 웰빙을 증진

해, TV 시청 중의 에너지 소비나 대사률의 감소, TV 시청

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구조화된 활동을 의미하나, 신

과 식행동의 연합, 그리고 TV 광고 음식의 구매 및 섭식 등

4)

비만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TV시청량과 안정 시 에너지

과 신체 활동 및 운동과의 관련성은 주로 체중 상태에 따른

소비량 간의 역 상관관계, TV시청량과 여가시간 신체활동

운동량이나 빈도의 차이, 운동량이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

간의 역 상관성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독서나 조용히 앉아

이 체지방이나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혹은 과외 학습 활동 등에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되어 왔다. 먼저, 비만아들은 정상체중아에 비해 신체활동

소비량 혹은 안정 시 대사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수준(physical activity level)이나 중등도 혹은 고강도 신체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체활동이나 운동은 종종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8,75,76,78,82)

89-93)

또한, TV시청이나

더욱이

컴퓨터 게임이 어린이의 운동이나 신체활동 시간을 빼앗아

비만아들은 운동을 할 때 활동의 지속성이 유의하게 낮으며,

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는 가설은 아직 입증된 바 없다.72)

한 가지 활동에 10분 이상 몰입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

둘째, TV 시청량이 많을수록 TV를 시청하면서 식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78)

운동 빈도를 변화시키면 체중이 변화한다는 것도 종

간식을 하는 비율이 높다.68,83,94) TV 시청량은 식사나 간식

종 보고된다. 체중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신체 활동

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TV를 많이 볼수록 외식에

량 부족'이 종종 언급되는 한편, 신체 운동량이나 강도를 증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고지방 식사, 패스트 푸드, 청량음

가하면 비만 유병률이나 체지방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료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과일이나 야채 섭취량은 감소한

다.

있다.

2,11,38,72,79,86)

다.

비록, 운동 전문가나 비만 전문가들이 중등도 강도 이상

22,43-46,91,96-101)

그 이유는 TV를 시청하는 동안 필연적으

로 수많은 식품 광고에 노출되어, 광고 식품에 대한 구매 욕

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긴 하나, 저강도의
운동(예 걷기, 자전거타기 등)을 틈나는 대로 자주하는 것도
총에너지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체지방량을 감소시
킬 수 있다.

73,74)

Lewis 등77)는 “버스, 승용차, 승강기 등을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걷는다”는 행동 전략과 “규칙적으
로 운동이나 스포츠를 한다” 하는 것 모두가 체중 감량과
유의하게 관련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신체활동이 체중과 반드시 선형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서는 과소체중아가 비만 및 과체중아에
비해 신체활동이 더 적음을 보고하면서, 신체활동과 체중
간의 관계는 선형 회귀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에
72)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3. 좌식 생활과 소아 비만과의 관련성
Fig. 3.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hours of
television viewed and development of obesity over 4-year
37)
period.

1) TV 시청과 소아비만
TV 시청이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 혹은 비만 유병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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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elevision, snacking, family income and change in BMI in girl
from overweight family.83)
All of r were significant at P ≤ 0.05.

구가 증가하고,
17,40-42,68,102)

다.

해당식품의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이

이러한 식습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미국의 경우 맥도날드, 버거킹 광고는 10대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들이 보는 패스트푸드 광고의 44%, 청량음료 광고는 모든
식품 광고의 17%를 차지한다.

95)

4. 비만아의 신체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시

비만아의 신체 활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간대에 방송되는 식품광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7,41)

또한,

학교와 가정을 들 수 있다. 이중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서울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TV에서 새로운 식품광고를 보

을 보내는 학교를 중심으로 신체활동 증진 방안에 대해 먼

았을 때의 구매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또는 가끔' 사

저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 비만

있는 것은 청량음료 광고(21.6~35%)로 조사된다.

41)

이러한 경향은

아들은 학교 체육시간을 덜 좋아하고, 활발히 참여하질 않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고, 텔레비전 시청량이 많

으며, 학교 운동장에서도 잘 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을수록 심해진다(Fig. 4).67)

러나 학교는 교과과정 혹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아들

먹는 경우가 약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전에 의한 것이든 TV 시청시간을 제

의 신체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

예를 들면, 체육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체질량지수의 증가

한하는 것은 비만 예방을 위한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21)
를 둔화시키며 , 6개월 정도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비

2) 비디오, 컴퓨터 사용과 소아 비만

만아의 텔레비전 시청량이 줄어들고 실외 활동이 늘어난

TV 시청과 별도로 비디오나 컴퓨터 사용과 소아 비만과

다.

31)

단, 학교 체육 시간이든 별도의 운동 프로그램이든지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즉, 비디오 시청량의 증

간에 운동의 형식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 스

가는 체질량지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스로 좋아하는 운동의 종류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이 신체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비만 유병

효과적이다.

21,36,39,102)

27-30)

운동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는 비만도 보다

컴퓨터 사

는 성별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여아들은 줄넘

용의 경우, 오락성 컴퓨터 시간은 비만과 양의 상관성이 있

기나 피구를 좋아하며, 남아들은 축구나 태권도를 선호한

으나(r = 0.09, P < 0.01), 비 오락성 컴퓨터 시간과 체중 간

다.

률을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

82,103)

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33)

단, 비만아들은 경쟁적인 속성의 운동을 좋아하지 않
3,21)

는다.

또한, 좌식

그 이유로는 비만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지탱하는

근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패턴의 운동 부하를

생활이 반드시 활동적 신체 활동 시간을 대체한다는 증거도
42)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기인할 것이다.

부족하다.

아울러 비만도가 심할수록 운동을 통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한편, 컴퓨터나 비디오 사용과 식습관 간의 관계에 관해,
44)

김미숙 등 은 주중에 하루 60분 이상 혹은 주말에 90분 이

활동하면서 모험심을 발휘해 스릴감을 맛보려는 것보다는,

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식사 속도가 유의하게 빠르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거나, 신체적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

며, 채소와 과일을 덜 섭취하고, 간식 섭취를 더 자주한다고

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고한 바 있으나, 비디오 및 컴퓨터 사용과 비만, 그리고

안전한 신체 활동이 비만아에게 적당하며, 어린이를 당황하

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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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따라하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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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지 않아야 하고, 강도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필요하다. 학교는 교과과정 및 휴식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

105)

비만아가 충분한 자신 있어 할 때 또래와 함께 하게한다.

이 신체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에 개개인의 운동 선호

운동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만아들이 참여하는 운동

도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을 하는 것이 ‘즐겁다' ‘건강해 지는 것 같다' ‘기분이 좋아

필요하다. 비만아들은 부모의 운동 습관이나 좌식 생활 습

진다' ‘친구와 같이 할 좋은 기회가 된다' 등과 같은 긍정적

관의 영향하에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신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쉽게 흥미를

활동 상태를 점검하고, 자녀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

31,104)

잃게 되고,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권장된다. 단, 어떠한 습관이든지 일정시간동안

“처음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피구를 좋아하

유지해 온 활동을 갑자기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

던 친구들이 끼워 주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는 잘 죽으니까

것은 쉽지 않기에, 새롭게 익힌 활동이나 운동을 유지하는

요.(중략) 친구들 하고 노는 것 보다는 TV를 보는 것이 제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04)

일 좋았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부터 자신이 생겼어요
(중략)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 TV는 안 봐요”

31)

ABSTRACT

간혹, 일부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비만아만을 위한 운동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Children's Obesity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체육 활동을 관찰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로부터 비만아로 낙
47,48)

그러므로,

Currently,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비만아들의 학교 운동 프로그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

academics at school and after-school programs as well as

중하여 개별적인 운동 지도 형태보다는, 교과과정과 병행하

watching TV and time in front of a computer, which

여 체육시간이나 아침, 점심, 방과 후 시간에 놀이를 통해서

leads to a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increases obesity

인 찍혀 놀림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49)

risks. Fifteen papers regarding obese children’s physical

활동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체활동은 가족 공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

pattern showed that obese children had participated in

히 어린 시기의 신체활동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exercise more often, but the preferences to some type of

많기에, 부모와 어린이의 신체 활동이나 좌식 생활 습관이

exercise

종종 서로 관련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TV 시청

significantly lower than normal weight children (NWC).

시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아버지가 하루에 2시

In addition, they spent more time on TV and computer

간 이상 TV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가 과체중

than NWC did.

59,105)

and

the

sustainability

of

exercise

were

모자 간의

As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physical activity /

1일 활동 에너지양과 총 에너지 소비량 간에도 양의 상관성

sedentary activities and children’s obesity has been well

이 있으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부모일수록 어린이의 신체

established, school and parents must play a vital role in

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활동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유도한다.

60,71,80)

supporting and encouraging children to be active by
offering tailored physical activities and a good role model.

그러므로 비만아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
모가 자신의 좌식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활동적인 행동 모

Key words: Children, Exercise, Physical activity

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어린이와 같이 중등
61,62,69,70)

도 이상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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