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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명2000 5

중 명이 주의가 요망되는 비만 상태이며 비만이 다른 요인1 ,

들을 제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요인으로 꼽

히고 있다문화일보 또한 비만이 여러 성인 질( 2002. 03. 26).

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특히 비만은 어느 연령층에나 발생될 수 있으나 학령기 전

반기초등와 사춘기에 발생률이 높고김이순 김재수( ) ( , 2001; ,

지방세포의 크기 뿐 만 아니라 지방세포수 자체가 증2000),

가하여 성인비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 성인비만의 이1/3

학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윤(

나 또한 근골격계의 상처 발생율을 높이고 고혈압, 1995). , ,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Sothern & Gordon, 2003).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 빈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

시교육청 비만학생 실태조사 분석결과 에서2001 ‘99 2001「 」 ～

비만학생 현황을 보면 년 년 년99 7.1%, 2000 8.4%, 2001 9.7%

로 매년 전년도 대비 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

비만은 그 원인이 복잡하며 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있

다고 알려져 있으나 유전적 문제나 내분비 장애로 인한 것이

라기보다는 과식이나 운동부족 등의 생활양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아동비만은 장기적으로 건강(Illuzzi & Cinelli, 2000).

상의 위험뿐 만 아니라 자존감의 상실 우울 부정적 자기신, ,

체상 등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경희(Gortmaker, Must, Perrin, Sobol & Dietz, 1992; , 1997).

그러므로 아동의 비만관리는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과다한 체중증가를 억제하면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및 운동,

습관을 길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김현아( , 1995).

김재수 는 비만아동은 모든 체력 면에서 비만도가 높아짐(2000)

에 따라 운동능력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아동의

체력증진을 위해 아동의 비만관리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는 식행동을 개선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 고착되기 전에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식 습득력이 매우 빠른 시기로서

영양에 관한 바람직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습득함에 있어,

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고 효과적이다(Hochbaum, 1981).

비만의 치료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이, ,

있으나 이중 비만에 대한 행동적 접근은 성인에서 보다 아동

에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동의 습관이 성인보다 빨리 수

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Brownell & Stunkard,

하지만 행동수정요법만 사용할 경우에는 체중감소율이1978).

높지 않으므로이종호 비만치료로 권장( , 1990; Wadden, 1993)

되는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요법보다는 균형 있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이 병행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다 비만치료사교재 이전까지의 아동비(Wadden, 1993;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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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리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식

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이며김선희 김현아, , ( , 1991; ,

김선희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세가지를 통1994; , 1997)

합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검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

이 체격과 비만도 신체조성 식행동의 변화 등의 변수검증은, ,

되었으나 계속적인 자가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의 기반

이 될 수 있는 체력은 측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학교중심의 비만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고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들(Saelens & Daniels, 2003),

은 아동비만 관리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김이순 하지만 실제로 보건교( , 2001).

사가 학교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체계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

은 부족한 실정이다최선하( ,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학교현장에

서 보건교사가 주축이 되어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만아동의 비만도와 신체조성 체력 지식 식행동 변화에 대, , ,

한 효과를 검증하여 학교중심 비만관리프로그램으로의 적용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비만관리프로그램이 비만 아동들

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비만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신체조성 변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지식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식행동의 변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이 비만 아동들에게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설계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2001 10 8 2001

월 일까지 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년 아동 중 비12 22 B 3 6～

만도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30%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크기는 개 이상의2

평균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을 이용하여 유의G-power program

수준 효과크기 검정력 를 고려하여 표=0.05, f=0.33, p=0.75α

본 크기를 추정한 결과 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66 .

에서 탈락자를 예상하여 실험군은 명 대조군은 명으로35 , 35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험군은 명 대조군은 명을 분석31 , 34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비만관리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비만아동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교

수 인 보건교사 경력이 년 이상이고 현재 학교에서 비만1 , 10

주수 교육 내용 상담내용

1 프로그램 진행 및 일정 소개 칼로리 개념에 대한 이해 열량섭취와 소모와의, ,

관계 생활 지침 소개,

식사일지 작성법∙

매주 확인하고 칭찬과 격려 메모 남김-

잘 이행시 전체아동에게 소개 및 박수-

2 비만의 정의와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 부적당한 식습관 알아내기 나의 비만, ,

원인 생각하기 현재 체중 유지하기,

표준체중과 비만도 계산하기∙

운동일지 작성법 매주 확인과 격려- -∙

가정통신 차(1 )∙

3 비만을 예방하려면 식사 운동 생활습관 자기조절 방법배 고플 때 볼?( , , ), ( , TV

때 고치고 싶은 나의 생활습관은 날씬해지면 좋은 점), ?, ?

나의 생활 돌아보기∙

체중 그래프 작성∙

4 열량을 내는 영양소 식품 구성탑 적게 먹어야 되는 음식 많이 먹어도 되는, , ,

음식
간식 줄이는 방법 생활양식기법 작성∙ ∙

가정통신 차(2 )∙

5 운동의 장점에 대해 알기 운동시 소모열량 알아보기 생활속에서 활동량, ,

증가하려면?

소모 운동 종류에 따른 시간제시100kcal∙

6 일 열량 필요량 일반적 식품의 열량 제철에 맞는 식단제시1 ?, , (1800kcal) 가정통신 차(3 )∙

7 비만으로 올 수 있는 질병 및 증상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VTR) 비디오 테입 시청소감,∙

8 즐겨먹는 간식 칼로리 알아보기 에 해당하는 식품의 양 알아보기, 100kcal 대체식품 생각하기∙

9 칼로리 퀴즈 잘 실천하지 못한 부분 점검 교육후 평가를 위한 설문지 작성, , 마음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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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 비만프로그램으로 박사1 ,

학위를 받는 강사 인과 운동처방사 인의 전문가로부터 자1 1

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비만교육 및 행동수정∙

비만교육은 매주 회 분씩 주 동안 이루어졌고 식사일1 30 9 ,

지를 매일 작성케 하여 주 회 개별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1 .

시에는 행동수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Brownell & Krammer

가 고안한 것을 토대로 생활양식의 변화 운동교육(1989) ‘ ’, ‘ ’,

태도 대인관계 및 영양교육의 가지 요법 중 열량제한식‘ ’, ‘ ’ ‘ ‘ 5

이만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표와 같다.

운동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은 전문 운동강사의 지도하에 매주 회 분1 40

씩 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운동일지를 매일 작성케 하였다9 ,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측정도구•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측정-

측정범위가 신장 체중 인 신장체중90 200cm, 10 200 Kg～ ～

비만도 자동측정기(Jenix Health Mate
R를 사용하였다 측정) .

시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서서 측정하

였다.

비만도-

년 대한소아과학회의 성별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를1998 50

기준으로 한 표준체중법으로 산출하였다.

비만도 실측체중표준체중 표준체중(%)= [( - )/ ] × 100

신체조성- (Body Composition)

피지후는 Lange Skinfold Caliper(Cambridge Scientific

를 이용하여 상완배부 견갑하연부Industries Co.) (triceps),

피지후를 각각 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여(subscapular) 3

등 의 식에 의하여 신체밀도 를Nagamine (1964) (Body Density)

구한 다음 체지방율 체지방 제지방율 제(%fat), (fat), (%LBM),

지방 을 등 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LBM) Brozek (1963) .

신체밀도* 남아 1.0837-0.00151×A

(Body Density; BD) 여아 1.0794-0.00142×A

상완배부 피하지방 견갑하연부(A: +

피하지방)

체지방율* (%fat) (4.570÷BD-4.142)×100

체지방* (fat) 체중×(%fat÷100)

제지방율* (%LBM) 100-%fat

제지방* (LBM) 체중-fat

체력측정∙

유연성- (flexibility)

체전굴 은 허리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이(trunk flexion)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대위에 올라서서 두 발을 모아서 선.

다음 양 손끝을 가지런히 모아 허리를 최대한 굽혀 반동을

주지 않고 무릎을 편 채로 손끝을 밑으로 내려 까지0.5 cm

측정하였다.

민첩성- (agility)

반복횡단 뛰기 는 온 몸을 좌우로 이동하는 동(side step)

작을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나 측정하는 것

으로 민첩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간격으로 그어진 개의 선 중에서 가운데 선을 중100 cm 3

심으로 시작과 함께 초 동안 가능한 빨리 이동하여 넘은20

선의 수를 측정하였다.

근 지구력- (muscle endurance)

윗몸 일으키기 는 근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sit-up)

냐는 능력 즉 동적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

에서는 뒤로 반듯이 누운 다음 무릎을 구부린 채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상체를 들고 다시 뒤로 눕는 동작을

최대한 빠르게 초 동안 실시하여 횟수를 측정하였다30 .

비만관련 지식∙

김선희 가 사용한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명의 간호학(1997) 3

교수의 자문과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비만관련

지식을 묻는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점이다15 O X 15 .

구분 시간 트레이닝 내용

준비운동 분5
준비체조 체온과 심박수를 정적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육 건 인대 등을 충분히(stretching) - , ,

풀어준다 팔벌려뛰기 스트레칭체조 등. ,

모든 관절을 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크고 자연스러운 동작 실시※

본운동 분30

신체적성운동 분 달리기 발바꾸기 모둠발당기기 오리걸음 토끼뜀뛰기 모둠발점프(15 ) - , , , , , , hoping,

발머리 위로 올리기 외발뛰기 강시뛰기, , , squart jump

협동단체운동 분 그룹게임 짝운동 팀별협동게임(15 ) - : ,

준비동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

정리운동 분5 정리체조 서서히 약하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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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는 였다Cronbach's alpha .62 .

식행동∙

식생활 태도-

식생활 태도에 대한 도구는 과 강명희 등Boren(1983) (1992)

에 의해 사용된 식생활 태도 조사문항을 김이순 에 의해(2001)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식생활 태도 문. 4

항 비만 관련 식생활 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문, 11 . 14

항으로 바람직한 태도에는 매우 그렇다 점 그렇다 점‘ ’ 5 , ‘ ’ 4 ,

잘 모르겠다 점 아니다 점 전혀 아니다 점으로 점수‘ ’ 3 , ‘ ’ 2 , ‘ ’ 1

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는 였다Cronbach's alpha .72 .

식습관-

이기열 등 이 개발한 것을 김현아 가 아동의 특(1980) (1995)

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균형식에 관한 문항과 비만9

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문항으로 각 문항에8 . 17

있어서 일주일 중 자신에 해당되는 날의 수를 일 일0-2 , 3-5 ,

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일에는 점 일6-7 , 0-2 0 , 3-5

에는 점 일에는 점을 주어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1 , 6-7 2 .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는 이었다Cronbach's alpha .71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SPSS/WIN 10.0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집단간 동질성 검정은 χ2 종test,

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로 분석하였다t-test .

비만도 체력 신체조성 지식 식행동의 변화정도에 대한, , , ,∙

비만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집단간의 사후비교는 ANCOVA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명과 대조군 명으로 대상자31 34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자가 로 여자보58.1%, 61.8%

다 더 많았으며 학년은 실험군은 학년이 로 가장 많, 4 35.5%

았고 대조군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아 학년간에 대조군, 5 47.1%

이 학년이 더 높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체격이 실험군 대조군 모두 보통이다가, 51.65%,

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체격은 두군에서 모두 보통이58.8% .

다가 로 가장 많았다 좋아하는 운동에서는 실험51.6%, 52.9%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특 성 구분

실험군(N=31) 대조군(N=34)
χ2 p

실수(%) 실수(%)

성별 남 18(58.1) 21(61.8) .093 .761

여 13(41.9) 13(38.2)

학년 3 10(32.3) 9(26.5) 6.724 .081

4 11(35.5) 5(14.7)

5 6(19.4) 16(47.1)

6 4(12.9) 4(11.8)

부체격 뚱뚱 9(29.0) 13(38.3) 4.233 .203

보통 16(51.6) 20(58.8)

마름 6(19.4) 1( 2.9)

모체격 뚱뚱 8(25.8) 10(29.4) 1.075 .753

보통 16(51.6) 18(52.9)

마름 7(22.6) 6(17.6)

좋아하는 운동 줄넘기 9(29.0) 14(41.2) 7.663 .105

훌라후프 5(16.1) 2( 5.9)

피구 5(16.1) 3( 8.8)

축구 3( 9.7) 10(29.4)

기타 9(29.0) 5(14.7)

좋아하는 음식 육류 9(29.0) 9(26.5) .688 .953

패스트푸드 10(32.3) 11(32.4)

과일및야채 7(22.6) 6(17.6)

탄수화물 3( 9.7) 5(14.7)

기타 2( 6.5) 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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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줄넘기와 기타운동에서 로 가장 많았고 대조29.0% ,

군에서는 줄넘기가 로 대조군에 비해 줄넘기를 선호하41.2%

는 경우가 더 많았다 좋아하는 음식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

패스트푸드가 로 아동의 패스트푸트 선호도가32.3%, 3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함을 확인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만도 신체조성, ,

체력 지식 식행동에 대해 두 집단간의 평균비교로 검정하였, ,

다 두 집단간에 지식 및 식행동에서 식생활 태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식에 있어서 대조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식생활 태도도 대조군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나 각 변수들의 사전점수는 결과분석시 공변수로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표< 2>.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비만도 신체조성 체력, , ,
비만관련 지식 식행동에 대한 효과,

표 대상자 집단의 비만도 신체조성 체력 비만관련 지식 식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증< 2> , , , ,
특 성

실험군(N=31) 대조군(N=34)
t p

Mean±SD Mean±SD

비만도(%) 42.25±8.19 43.61±8.63 -.652 .517

신체조성
상완부(mm)

견갑부(mm)

체지방율(%)

체지방량(Kg)

제지방율(%)

제지방량(Kg)

27.13±3.71

31.69±6.99

43.41±6.58

22.30±6.39

56.58±6.58

28.55±3.87

27.53±4.12

32.44±5.81

44.63±7.20

24.74±7.41

55.37±7.20

29.98±4.54

-.410

-.470

-.707

-1.414

.707

-1.362

.683

.640

.482

.162

.482

.178

체력
유연성(cm)

민첩성회( )

근지구력회( )

5.77±6.58

30.48±4.02

15.45±6.50

4.24±5.11

29.15±4.27

16.32±5.68

1.058

1.297

-.577

.294

.200

.566

비만관련 지식 9.42±2.91 11.38±1.72 -3.272 .002**

식행동
식습관
식생활태도

19.13±4.52

52.13±6.40

19.94±6.42

56.06±7.84

-.594

-2.201

.555

.031*

**p<.05, *p<.01

표 비만관련 지식과 식생활태도에 대한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집단간 사후비교< 3>
특 성

실험군(N=31) 대조군(N=34)

F p사후검사

Mean±SD

사후검사

Mean±SD

비만도(%) 39.50±9.15 44.13±11.68 3.349 .072

신체조성
상완부(mm)

견갑부(mm)

체지방율(%)

체지방량(Kg)

제지방율(%)

제지방량(Kg)

24.55±3.77

28.35±6.10

39.44±5.82

20.30±5.58

60.54±5.83

30.86±4.13

26.68± 3.75

31.79± 4.77

43.61± 5.80

24.79± 7.44

56.39± 5.80

30.78± 4.40

2.007

2.258

2.641

3.120

2.537

.025

.162

.138

.109

3.120

.116

.875

체력
유연성(cm)

민첩성회수( )

근지구력회수( )

8.26±5.99

33.16±4.20

18.48±6.72

4.35±4.89

30.76±4.46

16.71±6.25

11.393

6.056

.978

.001***

.017**

.327

비만관련 지식 12.26±2.05 11.56±1.93 6.692 .012**

식행동
식습관
식생활 태도

19.94±4.35

54.68±7.01

21.21±5.90

55.91±8.20

.018

.603

.895

.441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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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전 각 변수에 대한 사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의 지식과 식생활태도의

사전점수를 공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 를 실시하였(ANCOVA)

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수행하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 비만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F=3.349, p=.072)

차이가 없었다 체력에서는 유연성 민첩성. (F=11.393,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F=6.056, p=.017) .

식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692, p=.012) .

즉 비만교육을 받은 후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연성과

민첩성이 높아졌고 또한 비만 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관리프로그

램이 비만아동의 비만도 신체조성 체력 지식 식행동에 미, , , ,

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명과 대조군 명으로 실험군과31 34

대조군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아 남자비만아동의 비율

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학년은 실험군은 학년이 로. 4 35.5%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학년이 로 가장 많아 학년간에, 5 47.1%

대조군이 학년이 더 높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한 운동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줄넘기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 (1997)

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줄넘기였

던 것과 일치된 결과였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동량이 많아 칼로리 소비가 크며 상하운, ,

동으로 뼈와 뼈사이에 있는 성장판이 자극되어 키를 크게 하

는 데 도움이 되므로 비만 아동을 위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유희적인 줄넘기 운동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현옥 은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주간의 체중조(1998) (N=9) 8

절 프로그램 실시 후 비만도가 감소하였고 김선희3.7 % ,

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주 동안(1997) (N=63)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비만관5.47 %

리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비만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이러한 것은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원이 다소 적.

어 프로그램 참여군의 비만도 지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감소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을 나

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본 프로그램이 비만도를,

감소시키기에는 다소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력은 프로그램 실시후 유연성 민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만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유연성 민. ,

첩성 등 모든 체력 면에서 비만의 영향을 받으며 비만도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능력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재수( ,

그러나 이정숙 은 어릴 때의 활발한 신체활동 양2000). (2000)

식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아동기에는 체력의 기본적인 운동,

기술을 익히는 시기로 기본 운동기술은 건강에 관련된 체력

향상을 시켜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키움과 동시에 신체활동

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비만아동.

에게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동시에 체중조절을 가져올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증강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만 관련지식의 변화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집단이,

참석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한 지식점수의 증가를 보

였다 이는 김선희 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주후. (1997) 1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집단의 지식수준이 높아져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t=6.75, p<.001) .

만 어린이 시간대 식품광고 중 이상이 설탕함유 식TV 90%

품이나 비만을 야기하는 식품이 차지하는 데다 대다수 광고

가 성분 함량 열량 등 구체적인 영양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

있다동아일보 따라서 효과적인 영양교육과 식품( , 2002.01.02).

의 구체적이고 바른 정보 제공은 비만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비만관련 지식 수준은 프로

그램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식생활 태도나 식습관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비만관련 지식 수준.

은 높아졌으나 지식이 식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식행동은 개인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지식 의식 의욕 등의 태도에 영향을, ,

받기도 하고 집단 속에서 사회문화심리적 영향을 받으면,

서 반복될 때 식행동이 형성되는 것이다이정원 이미숙 김정( , ,

희 손숙미 이보숙 본 프로그램이 주에 걸친 짧은, , & , 2000). 9

기간이었으므로 고착화된 식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단기

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단기.

적인 효과검정만이 아니라 비만아동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년대 이후 미국의 경우 체중조절을 위한 접근전1990

략으로서 범이론적 모형 을 이용하여(Transtheoretical Model)

대상자의 비만행위 수정에 대한 동기 혹은 개인의도의 수준

을 단계별로 나눈 후에 개인적인 동기수준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수정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

한 추세에 감안해 볼 때 이전의 연구들이 제공자 중심의 비

만관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체중조절에 대한 대상자의 동기수준을 사정

한 후에 이러한 변화단계에 따른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접근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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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의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

여 두 집단간의 결과변수의 사전조사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체력은 향상되었고. ,

비만아동의 비만관련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었으나 이러한 비만도를 감소시키는데는 다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는 본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대상자의 체

중조절에 대한 동기수준을 먼저 사정한 후에 학교중심 비만

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학교건강증진사

업의 일환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관리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신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시에. B

위치한 초등학교 학년 아동 중 비만도 이상인 아3 6 30 %～

동을 대상으로 비만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주9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명과 대조군 명을 대상으로31 34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수∙

행한 실험군은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비만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3.349, p= .072) .

비만관리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수∙

행한 실험군은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연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393, p=.001) .

비만관리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수∙

행한 실험군은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민첩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056, p=.017) .

비만관리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수∙

행한 실험군은 수행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비만관련지식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692, p=.012)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비만관리 프그램은 비만아동의

유연성과 민첩성이 높아졌고 비만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보건교사가 학교중.

심으로 비만아동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됨을 볼 수 있어 학교

자체에서 실행 가능한 유용한 중재법이라 할 수 있다.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비만관리에 대한 동기수준을 사정한 후 제,

공자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대상자중심의 단계적 접근에 의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만아동의 비만관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함,

께 하는 비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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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obese program on BMI, body composition,

physical fitness, knowledge, eating behaviors among the elementary school obese children. Method: They ranged

from the third to sixth grades with over 30% body fat ratio. The subjects consisted of 31 obes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obese program and 34 obe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contents of the

programs for nine weeks from contained obese education, counseling and exercises once a week. The program

lasted from Oct. 8 to Dec. 22, 200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rogram. Result: Flexib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program participants than the nonparticipants at the post-test. Ag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program participants than the nonparticipants at the post-test. Knowledge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program participants than the nonparticipants at the post-test.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obese program is effective in changing the flexibility, agility, knowledge in obese elementary children over 9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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