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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understanding of healthy habits of young children

by analyzing existing life patterns that affect the their physical health. 416 parents of young children

from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hav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was used by SPSS 16.0 program. The conclusion

was that the young children present daily life habits, including sleeping, eating, defecating and playing

habits were not positive and that the children mostly led an indoor lifestyle. From these results,

observations were made that the physical activity for young children is imperative to develop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21st century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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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멜라민, 광우병 파동 등 불안한 먹거리

문제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라는 옛 글을 들추지 않

더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인류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농경사회 및 산업사회 시대의

기반인 노동력,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첨단 정

보의 활용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인간주체들의 건

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이

상의 ‘그 무엇’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

이란 그 어원에 있어 원래 ‘완전한(vollständig)’,

‘상처 없이 치유된(heil)’, ‘온전한(ganz)’의 의미를

담고 있다(Artikel, 1974).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개념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

녕상태(Wellbeing)로 정의한다(김태현, 2005).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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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해 건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결국 인간존재의 온전한(wholistic)

몸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증진

을 위해 노력하지만, 특히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는 이 시기 자체 특성으

로 인해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 유아기는 생애주기의 출발점으로

이 시기의 건강은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며 한 사

회 인구집단의 건강 잠재력과 재생산에 영향을

미쳐 차세대 국민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경자, 2001).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건강습관은 유아의 몸이 실존하

고 있는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그 몸이 무의식적

으로 작동하고 있는 습관화된 생활방식의 양태

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가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 숨 쉬는 생활세계 속에서 규칙화, 반복화

된 일상생활습관을 통해 유아의 현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적․종합적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

엽 발달의 민감기인 유아기는 일상생활습관 교

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일상생활의 세계, 매일 매일의 세계, 상

식세계, 생활세계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일

상생활(Schutz, 1967)이란 개념은 Lefebvre(1991)

에 의하면, 모든 분명하고 보다 우월하며 전문화

되고 구조화된 행위들이 배제되고 난 후에 남겨

진 것들로 정의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경험적 세계를 말하

며, 과거에 지나쳤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살 것

이라고 가정하는 세계이다(유계숙․최연실․성

미애, 1999). 항상 거기에 존재하여 그 가치를 망

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Mead는 실재(reality)란 초시간적인

관점에서나 과거, 미래의 관점에서가 이닌 현재

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실재는 현

재 속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Mead, 1934; 강

수택, 1994, 재인용). 즉 ‘그 무엇’의 본질(참)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는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이다. 나의 몸이 실존하

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인 일상생활은 이념적,

객관적 세계의 바탕이 되기에 후설은 객관적 세

계는 우리의 직관적 경험의 세계를 이념화한 결

과, 즉 거기에 ‘이념의 옷’이 입혀진 결과(한전

숙, 1995)라고 피력한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원

재료이며(조한혜정, 2006) 과학적․객관적 세계

로 나아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일상생활의 가치

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습관은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태도,

기능, 능력을 몸에 익히게 되고, 그 중 한 가지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틀에 박힌 행동이 몸에 붙

게 되는 것(김재은, 1994)이라고 일반적으로 정

의된다. 유아의 몸은 그 몸을 둘러싼 세계와 접

촉하고,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과 친숙해지면서

그에 걸맞는 하나의 행동양식을 신체 내부에 체

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유아의 몸 구석구석에

체화된 의식으로 자리잡아 일상의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곧 습관인 것이다. 유아가 특정

행위를 하고 그것이 몸에 붙게 되기까지에는 유

아를 둘러싼 세계존재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 유아 자신의 의식화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

하다. 유아의 습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존

재들은 ‘이미’ 동시대의 시․공간을 살며 그 시

기의 문화성과 역사성을 내포한 환경들이다. 따

라서 Bronfenbrenner(1979)가 제시한 유아가 상

호작용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

계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은 유아의 습관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이다.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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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습관이 불규칙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유

아를 둘러싼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유아의 일상생활습관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훈련(practical life exercises)(Montessori, 1964)

혹은 Thorndike에 의해 습관형성(habit formation)

으로도 일컬어졌으나(차주희, 황영남, 1997) 현재

는 주로 기본생활습관(이원영․방인옥․박찬옥,

1991; 이은화․김희진․이승연, 1996; 교육인적

자원부, 2007)과 같은 맥락에서 혼용되고 있다.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원영․방인옥과 박찬옥

(1991)은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

라 행동하고, 또 현재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

의 양식에 따라 적응하며 행동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성장하는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관리하는

안목과 능력을 갖도록 돕는 일로 정의하며 예절,

질서, 절제, 청결을 기본생활습관의 하위덕목으

로 분류하였다. 이경우와 이은화는 (1987) 기본

생활습관으로 식습관, 수면습관, 배변습관, 청결

및 옷 관리습관, 예절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De

Vries와 Zan(1994)는 ‘Moral classroom, Moral

children'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일상생활

에서의 사회, 도덕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2007

개정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

서는 건강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사회생활 등 전 생활영역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

다. 특히, ‘건강생활영역’과 ‘사회생활영역’에서

는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생활습관과 태도형성을 기초로

하여 유아의 건강과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을 도

모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여성가족부, 2007)에

서도 건강, 영양, 위생을 강조하는 ‘건강한 생활’

과 예절과 질서, 절약을 언급하는 ‘바른 생활’을

총 6개영역 중 ‘기본생활’의 하위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아기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유아가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적

합하게 행위 함으로써 질서, 예절, 절제 등의 사

회성 및 도덕성 항목의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장현주, 2000; 신인숙․유연옥, 2003; 김주

영․문혁준, 2006; 엄세진, 2007)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차주희, 황영남(1997)은 몬테소리의

‘일상생활훈련’과 교육부의 ‘기본생활습관’ 용어

를 병행하여 ‘일상생활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유아의 일상생활습관으로 강조되는 기본

덕목은 청결, 규칙, 사회윤리와 책임감, 질서, 절

제, 화합 등임을 논하며 사회, 도덕적 사고의 기

초 형성을 중요시한다. 기본생활습관과 같은 맥

락의 용어사용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유아의 기본(일

상)생활습관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

(일상)생활습관은 청결이나 식습관 등 일부 신체

적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싣고 있으나, 주로 건

강의 하위개념 중 정신적․사회적 건강 형성과

그 맥락이 닿으며 유아의 도덕성․사회성 함양

및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본생활습관이란 유아가 일상생활을 영위

해 나가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

인 행위로 좁은 의미로서는 식사, 배설, 수면, 의

복, 청결 등 생리적, 신체적인 것에 관한 생활습

관을 말하며 광의로는 절제, 질서, 예절 등 사회

생활에 필요한 생활습관까지 포함한다(정금

자․권은이, 2006)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정신

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교육

이 선행될 여지가 있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특히, 일상생활습관으로 언표되며 그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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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中永 往太郞(2005)에 의하면, 유

아가 올바른 일상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사, 수면, 배변의 3가지 요소가 필

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은 올바른 일상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과

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前橋 明․中永 往太

郞․澁谷由美子․石井浩子, 2005; 田寸裕子․

黃義龍․前橋 明․中永 往太郞, 2005; 이정숙,

2006). 특히, 수면습관은 해가 뜨고 지는 자연리

듬과의 조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유아들은 10

시간 정도의 수면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현실은 그러하지를 못하다(前橋 明, 2006b).

또한 유아의 수면습관은 식사와 배변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前橋 明, 2006a) 유아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 성인들의 인간생활

이 ‘올빼미형’, ‘야간형’화 됨에 따라 유아들의

취침시각 또한 성인부모의 생활리듬으로 인해

점차 늦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어야 할 부분이다(이정숙, 2007).

유아가 올바른 일상생활습관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심신의 문제를 초래한다(甲田 勝康, 2005;

神山 潤, 2006; 野井 眞吾, 2006; 關根 辛技,

2006). 지나친 텔레비전 및 비디오 시청,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만남에 언어 및 사회

적 장애가 생기거나 운동 에너지의 발산 부족으

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유아, 짧은 수면시간

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유

아 혹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기조절에 문

제가 있는 유아 등 잘못된 일상생활습관은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인간발달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전인적 인간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자체의 큰 문제로 다가간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에 관한 실태조사로는 한국갤럽조

사연구소에서 2002년 만 20세 이상 남녀 1,502

명을 대상으로 평균기상시각(오전 7시 8분)과 평

균취침시각(밤 12시 14분), 평균수면시간(6시간

54분)을 파악한 적이 있다(한국갤럽, 2002). 통계

청에서도 2005년 한국인의 하루 생활 중 성인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일근무시간, 평일

TV 및 컴퓨터 이용시간, 여가시간, 평일 독서시

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습시간 등을 조사한

바가 있다(통계청, 2005). 그러나 조사대상이 만

20세 성인이상으로 일생동안의 건강습관을 다지

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학문세계에서 유아들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을 살핀 연구로는 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을 고찰한 연구(이은화․이상금․이정환․

이경우․이기숙, 1993)와 아파트 거주 유아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민병호․김

수암․김상호, 1994), 타국 유아와의 일상생활

을 비교한 연구(이기숙․정미라․김현정, 2006)

등이 있을 뿐, 유아의 일상생활습관의 실태를 구

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흡하다. 김현정(2003)

은 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아가

기상해서 취침할 때까지 일상적 삶이 어떻게 전

개되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짚어준다.

이 과정에서 기상시간, 아침식사여부, 야외놀이

시간, 취침시각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

관 양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이순례와 조인숙

(2004)은 식사형태, 식사횟수, 식사량, 식사내용,

기상 후/취침 전 활동, 배변습관, 유아의 전자매

체관련 생활 등을 통해 아침을 불규칙하게 먹는

유아가 배변습관도 불규칙하며, 취침 전에 패스

트푸드 음식 섭취가 늘어가고 있고, 정상수면시

간으로 10-12시간 이상을 자야하는 유아들의 수

면이 9-10시간으로 단축되어 신체발육의 심각한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을 피력한다.



유아기 신체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5

- 181 -

2008년 현재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국가권력

과 국가비전이 제시된 때이며, 경제적으로도 선

행연구 발표 시기에 비해 더 어려운 형편이다.

유아(보육)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유치원교육과

정과 표준보육과정이 공시되었다. 무엇보다 하

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차세대 국민건

강의 지표가 될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실태조사

가 일회성의 연구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이미 앞선 나라들은 유아의 건강을 일상생

활습관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며 종단적으

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보

육원 5세아의 경우 1985년부터 1988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평균보수가 약 12000

보 정도였는데 비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는 7000보에서 8000보로 감소하였고, 1998년 이

후에는 약 5000보대에 머물게 되어 1970년대에

비해 약 절반정도의 운동량으로 급격히 감소하

였음을 종단적 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98년 후생성보고에서 오후 10시 이후 취침하

는 유아가 40%를 초과하였고, 2007년에는 60%

를 넘는 일본의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였음을 보

고하고 있다(前橋 明,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신체적 건강과 관

련한 일상생활습관 실태 조사를 통해 유아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

고 이를 근거로, 유아기 일상생활습관 양태를 바

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

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주기적으로 유아기

일상생활습관의 종단적인 연구를 해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유

아기 일상생활습관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

가는 유아건강상태의 질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잣

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수면습관(취침시각, 기상시

각, 수면시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식사습관(아침섭취, 저녁식

사시각, 취침 전 야식섭취)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배변습관(아침배변, 배변시

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의 놀이습관(놀이공간 실내/실

외, 주 놀이장소, 실외 놀이시간)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2008년 7월 현재, 유아들의 일상생활습관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재 유치원 및 어

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 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별로 4세가 127명, 5세가 188명, 6

세가 101명이다. 유아의 연령별, 성별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구분 (단위：명)

성별

연령(세)
남아 여아 합

4 59 68 127

5 102 86 188

6 51 50 101

합 212 204 416

2.연구도구

유아들의 일상생활습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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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정 및 조사항목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수면

습관

취침시각

기상시각

수면시간

식사

습관

아침섭취

저녁식사시각

취침 전 야식섭취

배변

습관

아침배변

배변시각

놀이

습관

놀이공간(실내/실외)

실외놀이시간

주 놀이장소

<표 2> 설문지의 내용 구성

서 와세다 대학의 前橋 明(2003)이 개발한 일상

생활습관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이 설문지는 각

항목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Cronbach'α .84

를 보이고 있다. 생활습관실태 설문지 문항 중

수면습관, 식사습관, 배변습관, 놀이습관과 관련

한 내용을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번역된 내용은 유아교

육전공 교수 2인 및 아동복지전공 교수 1인, 총

3인에게 의뢰, 내용타당도를 구하였고, 예비검사

를 위해 2008년 6월 5-6일에 걸쳐 서울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유아를 둔 부모 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도구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이해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

며 설문작성 시간은 평균 3-5분 정도 소요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본 도구는 부모가 유아의 일상

생활습관 양태를 체크하는 부모용설문지이므로

시차에 관계없이 항목에 일관성있게 체크하는

신뢰도 값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도구의 신

뢰도를 구하기 위해 6월5-6일 예비검사 후, 5일

이 지난 시점에 다시한번 같은 부모들에게 설문

지를 배포하고 Cronbach'α값을 구하였다. 그 결

과, 수면습관 .94, 식사습관 .95, 배변습관 .92, 놀

이습관 .94를 나타내었다. 이에 부모 응답의 일

관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확보되어 본 검사에 적

용하였다.

취침시각과 기상시각, 수면시간, 저녁식사시

각, 배변시각, 실외놀이시간은 시간대별로 단계

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아침섭취 및 취침 전

야식섭취, 아침배변, 놀이공간 실내/실외 등은

‘한다, 대체로 한다, 반반이다, 대체로 하지 않

는다, 하지 않는다’ 등 5단계 척도를 활용하였

다. 그리고 주 놀이 장소에 대한 문항은 유아들

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장소를 예를

들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7월 3일부

터 7월 20일까지 서울지역 소재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 유아를 둔 부모 총 500명에게 연구 참

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가 배부

되었으며, 이 중 422명이 답하여 84.2%의 질문

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문항

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한 불완전한 자료 6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16부를 최종 연구 자료

로 활용하였다. 일상생활습관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 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3.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의 통계적 처리는 SPSS 16.0을

이용,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실태에 대한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분석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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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명)

전 체 남 아 여 아

M(SD) M(SD) M(SD)

4세(127) 21시42분(72분) 21시33분(89분) 21시51분(53분)

5세(188) 21시45분(43분) 21시47분(44분) 21시44분(43분)

6세(101) 22시01분(128)분 21시53분(38분) 22시09분(178분)

<그림 1> 유아의 취침시각

<표 3> 유아의 취침시각

Ⅲ.연구결과

1.유아의 수면습관

1)유아의 취침시각

유아의 취침시각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4세 21시 42분, 5세 21시45분, 6세 22시

01분으로 대부분의 유아가 취침시각이 늦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 대별로 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시 이후에 취침하는 경향이

4세는 50.4%, 5, 6세는 50.5%로 높은 비중을 나

타내고 있으며, 9시 이전에 취침을 하는 유아는

4세 7.9%, 5세 4.3%, 6세 3%로 10% 이내에 있

었다. 이상적인 취침시각은 해지는 시각에 따라

오후 8시30분에서 9시 경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前橋 明, 2005b; 關根 辛技, 2006; 小林

寬道, 2006), 본 조사에서 나타난 유아들은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취침습관이 그다지 긍정적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유아의 기상시각

<표 4>에 따르면 유아들의 기상시각은 평균 7

시40분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림 2>와 같이

기상시간대별 빈도를 보면 50% 이상이 8시 이후

에 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들

의 이상적인 기상시각은 해 뜨는 시각에 미루어

볼 때 6시30분에서 7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前橋 明, 2005c; 關根 辛技, 2006; 小林

寬道, 2006),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상시각은 그

시각보다 1시간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유아의 수면시간

유아들은 대체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 범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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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연령(명)

전 체 남 아 여 아

M(SD) M(SD) M(SD)

4세(127) 7시48분(46분) 7시47분(31분) 7시48분(57분)

5세(188) 7시48분(46분) 7시42분(35분) 7시46분(33분)

6세(101) 7시48분(30분) 7시49분(30분) 7시46분(31분)

<그림 2> 유아의 기상시각

<표 4> 유아의 기상시각

성 별

연령(명)

전 체 남 아 여 아

M(SD) M(SD) M(SD)

4세(127) 10시간05분(76분) 10시간14분(90분) 9시간56분(62분)

5세(188) 9시간58분(40분) 9시간55분(42분) 10시간01분(38분)

6세(101) 9시간46분(127분) 9시간56분(36분) 9시간36분(179분)

<그림 3> 유아의 수면시간

<표 5> 유아의 수면시간(야간)

는 환경이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조복희,

2003; 前橋 明, 2005c). 유아들의 평균 수면시간

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긍정

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의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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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아의 아침섭취

<그림 5> 유아의 저녁식사시각

대별 빈도를 살펴보면 10시간의 수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유아가 4세는 36.2%, 5세는 35.5%,

6세는 3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유아의 식사습관

1)유아의 아침섭취

유아들의 아침섭취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아침을 먹는 유아는

4세 76.4%, 5세 72.7%, 6세 83%로 평균 73%~

83%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숙(2003)의 2003

년 연구결과의 95%에 비하면 아침섭취의 빈도

율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아침에 결

식 하는 유아의 빈도수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유아의 저녁식사시각

저녁식사 시각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9시 30분 이후가 4세 40.5%, 5세 28.6%, 6

세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아들

의 저녁식사시각이 늦으면 취침시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련성(前橋 明, 2006b)과 유아들의

저녁식사시각이 18시 정도가 적당하다는 결과

보고(岡本, 2003)에 의한다면 현재 유아들의 저

녁식사 시각은 다소 늦고, 취침시각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3)유아의 취침 전 야식섭취

유아의 취침 전 야식섭취 습관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먹는 유아가 4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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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아의 취침 전 야식섭취

<그림 7> 유아의 아침배변습관

5세 10.3%, 6세 7%를 보였고, 매일 먹을 때가 많

은 유아가 4세 24.4%, 5세 25.5%, 6세 15%로 나

타났다. 야식은 주로 밤늦게 섭취하는 것으로 수

면, 기상, 배변,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三宅

孝昭, 2003; 田寸裕子, 黃義龍, 前橋 明, 中永 往

太郞, 2005)가능하면 섭취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

으나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현실은 40% 이상

의 유아가 야식을 섭취하고 있었다.

3.유아의 연령별 배변습관

1)유아의 아침배변

유아의 배변습관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배변

을 하는 유아가 4세 4.7%, 5세 4.9%, 6세 5%로

평균 5% 이내로 나타났다. 반면, 매일 아침 하지

않는 유아는 4세 28.3%, 5세 23.2%, 6세 23.8%

로 평균 23.2%에서 23.8%에 달하고 있었다. 그

리고 매일 아침 할 때가 많은 유아가 4세 17.3%,

5세 16.2%, 6세 16%로 매일 아침 하지 않을 때

가 많은 유아 4세 29.1%, 5세 32.4%, 6세 34.7%

의 빈도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습

관 형성기에 있는 유아들의 아침 배변습관이 양

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결과를 보였다.

2)유아의 배변시각

올바른 배변습관은 아침 기상 후 해결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다(小野, 2003; 前橋 明, 2004).

그러나 <그림 8>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유아들

이 배변을 하는 시각은 오후 12시에서 18시 사

이에 배변을 해결하는 경우가 4세 39.5%,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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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아의 배변시각

<그림 9> 유아의 놀이장소(실외/실내)

50%, 6세 41.5%로 평균 39.5%에서 50%로 가

장 많았고, 오후 12시 이후 전체 비율은 4세

61.9%, 5세 60.7%, 6세 52.6%로 나타나 50% 이

상이 오후에 주로 배변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유아의 놀이습관

1)놀이 공간(실외/실내)

<그림 9>에 의하면 유아들이 하루일상 중에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대부분 실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집 안에서 노는 편이 4세 44.4%, 5세

41.2%, 6세 40%를 보였고, 거의 집안에서 노는

편이 4세 11.9%, 5세 19.3%, 6세 17%로 나타나

요즈음 유아들은 실외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대

부분 실내인 집안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유아의 주 놀이장소

유아들이 주로 어떤 곳에서 놀이를 하는지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림 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조사한 결과, 집 안이 4세 87.4%,

5세 89.4%, 6세 83.2%로 나타나 유아들이 역시

실내에서 하루를 대부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아들이 많이 놀고 있는

장소는 공원(4세 40.2%, 5세 36.2%, 6세 42.6%),

친구 집(4세 25.2%, 5세 21.3%, 6세 28.7%), 집

정원(4세 3.9%, 5세 1.1%, 6세 2%) 순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유아들이 집안이

나 친구 집 등 실내에서 하루를 보내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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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아의 실외 놀이시간

<그림 10> 유아의 주 놀이장소

3)유아의 실외 놀이시간

유아들이 실외에서 놀이를 하는 정도를 시간

으로 살펴보면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분 이내가 4세 23.9%, 5세 17.9%, 6세 27.8%

로 평균 17.9%에서 27.8%대로 나타났고, 1시간

이내가 4세 31%, 5세 27.4%, 6세 21.1%를 보여

평균 21.1%에서 31%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유아들의 바깥놀이 활동시간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실외놀이시간이 2시간 초

과에서 4세 10.6%, 5세 20.2%, 6세 17.8%로 나

타나 5, 6세가 4세에 비해 실외놀이의 시간이 많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결 론

1.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일상

생활습관 실태 조사를 통해 유아들이 신체적으

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양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유아들의 수면습관, 배변습관,

식사습관, 놀이습관 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습

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수면습관 중 취침시각은 10시 이

후에 취침하는 경향이 모든 연령에서 50%를 넘

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9시 이전에 취침을

하는 유아는 4세 7.9%, 5세 4.3%, 6세 3%에 불

과하였다. 유아의 기상시각은 평균 7시 40분대

를 보였으나, 기상시간대별 빈도를 보면 50% 이

상이 8시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면시간은 시간대별 빈도에서 10시간의 수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아가 4세는 36.2%, 5세는

35.5%, 6세는 37%로 나타나 많은 유아가 충분

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김현정(2003)은 10시 이후

취침을 하는 유아가 전체 53%, 8시 이후 기상이

12.2%를 보였고, 경기도내 보육시설 원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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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이순례와 조인숙(2004)의 연구에서는

10시 이후 취침유아가 51.8%, 8시 이후 기상이

11.6%, 10시간미만 수면시간이 89.4%나 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10시 이후 취침유아의 비율은

50%를 넘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8시 이

후 기상시각과 10시간미만 수면시간을 갖는 유

아의 비율은 본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수치를 나

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 유아의 지역별 거주지

및 연구대상의 사례수에 따른 영향의 차이일 수

있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

상으로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일본

의 경우, 放野千繪와 前橋 明(2007)에 의하면,

2006년 6월 아시카와현 내의 보육원아 21,509명

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아의 취침시각, 수면시

간을 조사한 결과, 취침시각은 40%이상이 오후

10시 이후였고, 수면시간은 10시간 이상을 채우

지 못하는 유아가 약 80%정도였음을 밝힌다. 세

계적으로 10이 이후 늦은 취침과 8시 이후 늦은

기상, 10시간미만의 짧은 수면시간을 보내고 있

는 유아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있어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없다. 유

아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세 유

아의 경우 하루에 12-15시간, 4-5세 유아의 경우

10-12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정미라․배소연․

이영미, 2002).

수면은 대뇌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의 무의식

상태이지만, 외부 자극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상태이고, 주기적으로 가역적인 상태이며 조용하

고 활동이 줄어든 상태이다(Kozier & Erb, 1983).

적당한 수면은 심신의 안녕과 평형 유지에 필수

적인 조건으로 심신회복을 촉진한다. 수면 중에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낮 활동의 준비를 위해 생화

학적인 변화와 세포 조직의 영양을 돕고 스트레

스, 불안, 긴장을 조정하며 매일의 활동에 있어서

집중, 회상, 흥미를 위한 에너지의 재충전을 돕

는다(Clark, Flowers, Boots, & Shettars, 1995).

이런 측면에서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낮 활동량

과 에너지 소모량이 특히 많은 유아기에 가장 먼

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수면이라 하겠다(淺

川和美, 2004; 前橋 明, 2005a; 神山 潤, 2006). 또

한 유아들의 심신발달에 적절한 수면습관은 지

구리듬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甲

田勝康, 2005). 따라서 해뜨는 시각과 해지는 시

각의 리듬에 따라 유아들의 수면습관을 길러주

는 것이 이상적이고, 오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

설의 활동시간 2시간 전에 기상하고 오후 8시에

서 9시 사이에 취침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前

橋 明, 2005b; 大口 美代子, 2005). 늦은 취침이

나, 수면시간의 부족, 늦은 기상 등과 같이 올바

르지 못한 일상생활습관은 유아의 정상적인 발

달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

의 조절 이상으로 비만을 유발하고 성장호르몬

의 분비가 적절치 못하므로 발육과 발달에 악영

향을 미치게 된다(李貞淑․徐相玉, 2007; 前橋

明, 2005b). 또한 수면 중에 뇌가 신체의 조절력

을 향상, 회복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잘

못된 수면습관으로 인해 뇌가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발육이상을 초래

하고 정신적으로는 무력증. 식욕감퇴, 신경질적,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만성

적 시차 문제로 인해 생체리듬이 무너지고 급기

야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

인이 된다(淺川和美, 2004; 神山 潤, 2006).

한국갤럽(2002)이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평균취침시각이

밤 12시 14분, 평균기상시각이 오전 7시 8분, 평

균수면시간이 6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의 늦은 귀가와 취침이 그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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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생활하는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 것이다. Bronfenbrenner(1979)는 유아발달

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의 주변환경을

근접성에 기초를 두고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

체계(macrosystem)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환경들은 상호 관련된 하나의 맥락 속에서 유기

적으로 존재한다(김현정, 2003). 따라서 유아들

의 수면과 기상, 취침습관이 바람직하게 전개되

지 못하는 이유로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늦은 귀가, 늦은 취

침, 바쁜 일상으로 인해 유아도 더불어 그렇게

부모의 일상생활습관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

이다. 유아의 일상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식사습관 중 아침섭취에서 매일

아침을 먹는 유아는 연령별로 73%~83%, 전혀

먹지 않는 유아가 약 7%의 비율을 보였고, 저녁

식사 시각은 19시 30분 이후가 연령별로 28.6%~

45.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취침 전

야식섭취에서는 매일 먹거나 먹을 때가 많은 경

우가 연령별로 22%~35.8%의 비율을 보였다. 이

순례와 조인숙(2004)의 연구에서는 아침섭취를

매일 하는 유아가 전체의 63.7%, 저녁식사 시각

은 19시 30분 이후가 39.7%, 취침전 야식은 전체

유아의 49.6%가 때때로 먹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7.2%의 유아가 아침

을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수치에

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1.8%

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연

령별 아침 결식률에서 6-11세가 11.4%나 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결식을 하

는 사람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칼슘, 철, 비

타민 등 필수영양소 섭취부족비율이 세 끼를 다

먹는 사람보다 2.5배 정도 높다(김지만, 2008).

또한 조식은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장기간

의 공복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생리작용이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두뇌 및 인지작용

을 향상시키므로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Pollitt &

Mathews, 1998; Wesnes, Pincock, Richardson,

Helm, & Hails, 2003). 식사습관에서 아침섭취는

뇌의 기능이 원활해지고 신체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中永 往太郞,

2005) 반드시 아침을 일정한 시간에섭취할 수 있

도록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들의 저녁식사 시각이 19시 30분

이후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늦은 저

녁식사는 늦은 취침으로 이어지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岡本, 2003; 中永 往太郞,

2005) 제시한 바와 같이 18시쯤으로 저녁식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

체의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취침 전 야식섭

취 또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수면 전 야식섭취

는 비만을 조장하거나 깊은 숙면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어렸을

때 비만한 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이

환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체력의 저하, 지방

간,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일으킬 확

률이 높고 심리적인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Smoak, Burke, & Webber, 1987). 따라서 부모

들의 유아야식에 대한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시

점이라 사료된다.

셋째, 유아의 배변습관 중 아침배변은 매일 아

침 배변을 하는 유아는 4세 4.7%, 5세 4.9%, 6세

5%로 전체 5%이내로 나타났다. 반면, 매일 아침

하지 않는 유아는 4세 28.3%, 5세 23.2%,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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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로 23.2%에서 23.8%에 달하고 있었다. 배

변을 하는 시각은 오후 12시에서 18시 사이에

배변을 해결하는 경우가 4세 39.5%, 5세 50%, 6

세 41.5%로 가장 많고, 오후 12시 이후 전체 비

율은 4세 61.9%, 5세 60.7%, 6세 52.6%로 나타

나 50% 이상이 오후에 주로 배변을 해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이순례와

조인숙(2004)의 조사에서는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는 유아는 34.8%인 반면, 불규칙적인 배변은

60.9%인 것으로 나타났고, 14.2%의 유아는 2-3

일 혹은 4-5일 간격으로 배변을 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放野千繪와 前橋 明(2007)의 연구에서

는 아침에 배변을 하는 아이가 30%정도 밖에 되

지 않았음을 보고한다. 전반적으로 유아의 아침

배변습관이 긍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변 중 특히 아침배변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

하는 첫 시발점이 된다. 뿐만 아니라 米谷光弘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규칙적으로 배

변을 하는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손의

악력이 좋음이 밝혀졌다. 손의 악력이 있다라는

것은 신체 전반적인 체력이 좋을 수 있고, 이는

나아가 자신감을 비롯해 유아가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변습관은

인종, 성, 식사 및 식사 내의 식이섬유 함량, 약

물, 운동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verhart, Go, Johmmes, Fitzsimmons, Roth, &

White, 1989). 이영재와 오동섭(2008)은 운동의

유용성 중의 하나로 원활한 배변을 들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유아의 아침배변도 아침식사섭취

여부 및 전날의 신체 활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들이 전날 야외활동이

나 운동을 충분히 하고, 이로 인해 기분 좋은 피

로감으로 깊은 숙면을 취한 뒤, 아침을 꼭 섭취

함으로써 배변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놀이습관에 관해 살펴보면, 놀이

공간은 집 안에서 놀거나 거의 집안에서 노는 편

이 총 4세 56.3%, 5세 60.5%, 6세 57%를 보여 대

부분의 유아들이 주로 실내에서 놀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떤곳에서 놀이를 하는지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 놀이장소를 조사한

결과, 집 안(4세 87.4%, 5세 89.4%, 6세 8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공원(4세

40.2%, 5세 36.2%, 6세 42.6%), 친구 집(4세

25.2%, 5세 21.3%, 6세 28.7%)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외 놀이시간에서는 1시간 이내가 총 4

세 54.9%, 5세 45.3%, 6세 48.9%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들의 바깥놀이 활동 시간량이 부

족함을 의미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유

아가 집안 등 실내놀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도

주 2-3회 미만의 야외놀이가 66.2%, 1회 놀이시

1-2시간 미만이 78.2%를 나타내었고, 바깥놀이

를 할 경우 놀이터나 공원이 5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松尾端憓(2007)는 오키나와 본토에

서의 유아의 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주 놀

이가 남아는 텔레비전 시청, 여아는 그림 그리기

라고 밝혔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유아는 실내

에서 주로 놀이하는 시간이 많으며, 야외놀이시

간이 매우 부족하고 바깥놀이장소는 주로 공원

이었다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정상적인 아동은

최고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개인차는 있으나 연

령에 따라 하루 평균 2-6시간의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함을(이희선, 2003) 고려할 때, 대근육운

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유아의 야외놀이시간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형편임을 엿 볼 수 있

다. 미국의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1994)에서는 비활동적인

생활스타일은 고혈압이나 비만, 흡연처럼 질병

을 일으키는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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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유아들에게 있어 비활동적인 생활에

관한 문제는 성인병의 조기발병 뿐 아니라 부정

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열등감으로 인해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등 신체와 정서, 그리고 사

회적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인적

인 발달을 저해한다(문희선, 2007). 따라서 현재

유아들의 야외놀이시간을 늘려 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泉秀生과 渙福康一(2008)은 이시카와현의 보

육원에 다니는 5, 6세아 934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의 신체활동량과 수면량을 비교하였는데, 21

시 전 취침과 10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확보한

유아는 하루 중의 신체활동량이 많았음을 밝히

고 있다. 또한 江川具由美․放野千繪와 泉秀生

(2007)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이

타마현의 초등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

부터 1시간 동안 오후놀이를 실시한 결과, 참가

아동들의 취침시각과 기상시각이 앞당겨져, 생

활리듬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곧 신체활동량과 일상생활습관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

면습관, 식사습관, 배변습관, 놀이습관 등의 일

상생활습관은 맞물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하나의 습관을 변화시키면 다른 부분도 함께

바꾸기에 용이하다. 특히 놀이습관 중 대근육 운

동놀이를 오후 야외놀이시간에 충분히 하게 되

면 다른 습관의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3시

에서 5시 경에 야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

는 것이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배가 고픈 느낌을

갖게 되어 바로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하

루 중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에 의해 밤에 일찍

취침을 하게 됨으로써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게 되어 수면습관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다(前橋

明, 2006b).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야외 산보를

하게 되면, 식사와 배변을 여유있게 하게 될 것

이며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

루 일상적 삶을 넘치는 자아 존중감으로 또래들

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유아의 심신의 문제를 파악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

한 것이 하루 중의 운동량에서 출발하여 여러 각

도로 실내외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유아들의 심신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

이 나타나고 있음을 내놓고 있다(前橋 明, 2005a;

米谷光弘, 2007).

유아가 야외놀이시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지

기 위해서는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또래 친구

들이 필요하다. 前橋 明(2008)은 시간(時間), 공

간(空間), 중간(仲間) 등 삼요소를 삼간(三間) 이

라고 하며 놀이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주장한다. 유아들이 오전11시-오후 1시, 오후3시-

오후5시 사이에 햇빛을 받으려 뛰어놀 수 있는

삼간을 돌려줄 노력을 성인들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양육자인 부모교육이 절실하다

고 하겠다. 러닝머신 대신, 자녀와 함께 산보나

등산을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몇 층의 계단은

걸어서 가는 등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습관

부터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건강생활역

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체육지도자 등의 외래강사의 초빙에서 벗어나,

유아교사가 직접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유아와 함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

다. 굳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체육용구를 사

용하지 않더라도 햇빛을 받으며 걷고, 달리고,

뛰고, 구르는 등의 이동운동과 구부리고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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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고 흔들고 등의 안정운동, 공 던지고 받고

차고 등의 조작운동을 매일 하는 것으로 유아들

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행동은 일정한 성

격을 띄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

떠한 습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

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아주 큰 차이를 가

져오는 것이다. 아니, 모든 차이가 여기서 비롯

된다고 하겠다.”(박장숙, 1997)고 설파한다. 즉

어릴 때의 습관 형성이 평생 개인의 행동을 좌우

한다는 것이다. 평생 동안의 올바른 건강습관을

다져주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일상생활습관 교

육에 가정은 물론 모든 국가 공동체가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2.제 언

유아기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일상생활습관

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를 통해 차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중 수면

습관, 배변습관, 식사습관, 놀이습관 등을 중심

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향후에는 유아의 귀

가 후 놀이유형, 운동시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및 인터넷 이용시간, 학원종류, 식사 전 간식유

무, 간식종류, 취침 전 활동유형, 주말이나 공휴

일 등 쉬는 날의 식사패턴 등 보다 다양한 일상

생활습관 양태를 파악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이후에는 생태학적인 배경변인

들의 차이에 따라 일상생활습관 양태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부

모의 배경변인으로 학력, 경제적 수준, 나이, 거

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도시 등), 살고 있

는 집의 유형 등을 들 수 있고, 유아의 배경변인

으로는 연령, 성별, 신장, 체중, 형제관계, 등원

기관의 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배경변인에 따

라 일상생활습관 양태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밝혀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소재 4,5,6세 유아들

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습관 실태를 파악하였다.

향후에는 국책사업으로 전 지역에 걸쳐 유아 표

본집단을 추출하여 종단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유아들의 일상생활습관 변화 양상을

분석해, 미래 국민건강을 책임질 유아들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들의 일상생활습관 양태를 변화시

키려면 무엇보다 부모들의 생활습관 변화가 우

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들의 일상생활습

관 실태를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조사해 보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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