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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비만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Larson & Stomy, 2008). 따라

서 비만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에 관한 단면연구

와 종단연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의 결과, 수면시간

이 짧은 청소년에서 비만의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Garmy, Ny-

berg, & Jakobsson, 2012; Mitchell, Pate, Beets, & Nader, 2013; Mitchell, 

Rodriguez, Schmitz, & Audrain-McGovern, 2013).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비만의 위

험이 증가하는 것을 대표적인 국가자료(national data)를 분석한 선

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2009년 실시된 한국 아동 청소년 

비만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포함하

여 분석하였고(Park, 2013), 2007년도에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며(Park, 2011), 두 연구 모두에서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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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청소년에서 수면 시간과 비만의 관

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모두 

통합하여 연구하였으며,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학

교급별로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우

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특

히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취

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 역시 차이

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7시간 18분, 일반계 

고등학생은 5시간 50분, 전문계 고등학생은 6시간 24분으로 조사되

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 학교 별로 

수면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Lim & Kim, 2012). 비록 우리

나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수

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저자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학

업에 몰두하는 것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Liu, Zhao, 

Jia, & Buysse, 2008).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짧은 것도 이

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수면과 비만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한편, 수면과 비만 사이의 관련성 연구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는 과연 어떠한 기전으로 불충분한 수면이 비만의 위험

을 높이는가 하는 점이다. 수면 그 자체로는 에너지의 소모가 낮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면은 TV 시청이나, 앉아서 하는 인터

넷,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이 에너지 소모가 낮은 활동이다. 그러나 

Must와 Parisi (2009)가 지적했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TV 시청을 

오래할수록 비만의 위험은 높아지지만, 수면을 충분한 시간 취하

게 되면 비만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이다.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유

의한 관계가 과연 어떠한 기전에 의해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수면이 불충분한 경우 낮 

동안에 피곤함을 느껴서 TV나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스크린 

타임)이 많아지게 되므로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Pa-

tel & Hu, 2009). 그러나 이러한 기전을 실증적 연구에서 확인한 선

행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

계 고등학생에서 수면과 비만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또한 수면 부족이 스크린 타임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이 매우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계와 전문계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그룹에서 수면시간과 비만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

았으며, 두 번째로 불충분한 수면과 스크린 타임과의 관련성 여부

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비만예방을 위한 

수면 관련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수면과 비만, 그리고 스크린 타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수면 시간, 비

만, 스크린 타임 수준을 파악한다. 

2)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에 관련

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3)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과 스크린 타임 사이

에 관련성을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스크린 타임은 TV, 컴퓨터, 비디오 게임, 전자오락기, 게임기기, 핸

드폰 등의 전자기기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다(Garcia-Continenta et al., 2014).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의 수면, 비만, 스크린 타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서울시 11개 

교육구청별로 각각 1개 학교씩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 후 각각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접촉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를 구한 결과 7개 학교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4개 지

역 교육청에 해당하는 학교는 또 다시 무작위 추출을 하여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여하겠다는 학교를 찾기가 어려워, 임의추

출을 통해 4개 학교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학교는 

각 서울시내 교육지원청별로 1개교씩 총 11개 학교이며, 이 중 6개 

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나머지 5개 

학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되었다.

각각의 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2개 반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2011년 10월-11월초에 걸쳐서 시행되었

으므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로, 전문

계 고등학교는 조기 취업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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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을 각각 3개 반씩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1,922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

한 15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63명의 자료를 최종연구 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만 관련 

신체계측 사항, 수면 및스크린 타임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 성적을 포함하

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주관적으

로 느끼는 우리 집의 경제 상태로서, “매우 잘 산다”, “중간보다 약간 

위”, “중간 정도”, “중간보다 약간 아래”, “매우 못 산다” 중에서 선택하

게 하였으며, 성적 역시 주관적 평가로써 “매우 높음”, “평균 약간 

위”, “평균”, “평균 약간 아래”, “매우 낮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경제수준과 성적 모두 “상”, “중”, “하”로 분류하였

는데, “상”에는 상위 두 개 그룹, “중”에는 중간 혹은 평균, “하”에는 하

위 두 개 그룹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태어난 년도와 올해 생일이 지

났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였다. 

2) 신체 계측 사항

신체계측사항은 비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키와 몸무게를 포함

한다. 이는 매년 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의해 측정하는 키와 몸무게

의 결과 값을 적도록 하였다.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위해 설문지 작성 

전에 보건교사가 학생들 각자에게 키와 몸무게를 알려주었다. 따라

서 키의 경우 0.1 cm, 체중의 경우 0.1 kg 단위로 측정되었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2)으로 나누

어 구하였다.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비만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이를 위해 Moon 등(2008)이 제시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2007년 성

별, 연령별 BMI percentile을 기준으로 85th percentile 미만은 정상, 

85-95th percentile 미만은 과체중(overweight), 95th percentile 이상은 

비만(obese)으로 분류하였다.

3) 수면

수면 시간은 평상시 하루 평균 몇 시간 잠을 자는지를 주중(월-금

요일)과 주말(토-일요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주중 수면시간× 5)+(주말 수면시간× 2)}/7로 산

출하였다. 산출된 수면시간은 National Sleep Foundation (2000)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적정수면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

루 평균 8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 수면하는 2그룹으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4)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은 위의 용어정의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자기기 모니

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영

역으로 질문하였다. 첫째, 하루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둘째,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셋째, 하루 평균 게임(컴퓨터, 인터넷, 전자오락, 비디오 게임, 게임기

기, 핸드폰 등으로 하는 게임을 모두 포함)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때, “전혀 안

함(0분)”, “1시간 미만(약 30분)”, “1-2시간 미만(약 90분)”, “2-3시간 미

만(약 150분)”, “3시간 이상(약 240분)”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따라

서 이를 바탕으로 {(주중 이용시간× 5)+(주말 이용시간× 2)}/7을 하

여 TV, 인터넷, 게임 별로 하루 이용시간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시간 미만’과 ‘2시간 이

상’ 이용 그룹으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IRB 심의번호: 

2011-001)를 거쳐 실시하였다. 2011년 10월 중에 설문지를 조사대상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보건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동

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과 보건교사가 구두로 설명하

여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

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보건교사가 담당하였다. 조사자 간의 신

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건교사에게 조사 

방법 표준화에 대해 교육하였고, 리플렛을 제공하여 설문조사 자

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본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게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설

문조사 시작 전 각 학생들에게 당해년도 신체검사 결과에서 나온 

키와 몸무게 수치를 알려준 후, 설문조사 시 주의사항을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하였으며, 익명성의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 문항도 빠뜨림 없이 응답하도록 학

생들에게 안내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는 소

정의 문구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5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

력 .80, 효과의 크기(본 연구의 경우 odds ratio) 1.50으로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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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전문

계 고등학교가 각각 6개교와 5개교가 포함되었고, 각 학교별로 최소 

180명의 대상자를 예상하였으므로 효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최소

한의 샘플 수를 충분히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구체적 

목표인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수면시간, 비만, 스크린 타임 

수준 파악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한 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의 관

련성과 세 번째 목표인 수면시간과 스크린 타임 활동 사이의 관련

성 역시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하여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8시간 이상 수면 그룹과 8시간 

미만 수면 그룹 사이에 비만 수준 및 스크린 타임에 사용한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Cochran Mantel Haenszel Chi-Squared test (CMH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 성별, 학년, 가

족의 경제수준, 성적을 보정한 상태에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수면과 비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적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에서 비만 위험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Coe, Peterson, Blair, 

Schutten, & Peddie, 2013; Shore et al., 2008), 사회경제적 수준 또한 비

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Noh, Kim, 

Park, Oh, & Kwon, 2014; O’Dea, Dibley, & Rankin, 2012), 본 연구에서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수면과 스크린 타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

서도 성적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성적과 

스크린 타임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Hancox, 

Milne, & Poulton, 2005; Sharif & Sargent, 2006), 사회경제적 수준이 스

크린 타임과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Garcia-Conti-

nenta, Perez-Gimenez, Espelt, & Adell, 2014; Gorely, Biddle, Marshall, & 

Cameron, 2009), 본 연구에서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변량 분석 모델은 모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보다 작고,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이 없는 적절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면시간, 비만, 스크린 타임

연구대상자 중 일반계 고등학생 1,166명, 전문계는 597명으로 총 

1,763명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711명(61.0%), 여학생 455명(39.0%), 1학년 543명(46.6%), 2

학년 447명(38.3%), 3학년 176명(15.1%),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270

명(23.2%), “중” 701명(60.1%), “하” 195명(16.7%)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242명(40.5%), 여학생 355명(59.5%), 1학년 

260명(43.6%), 2학년 242명(40.5%), 3학년 95명(15.9%), 가정의 경제수

준은 “상” 66명(11.1%), “중” 360명(60.3%), “하” 171명(28.6%)으로 나타

났다. 성적의 경우, 일반계는 “상” 407명(34.9%), “중” 386명(33.1%), “하” 

373명(32.0%)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상” 164명(27.5%), “중” 221명

(37.0%), “하” 212명(35.5%)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연령은 일반계 16.32

세(SD 0.87), 전문계 16.36세(SD 0.8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일반계 학생들은 평균 6.99 (SD 1.12), 전문

계는 7.27시간(SD 1.12)으로 조사되어 수치상으로 전문계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비만의 경우 일반

계 학생은 정상 977명(83.8%), 과체중 113명(9.7%), 비만 76명(6.5%)이

며, 전문계 학생은 정상 519명(86.9%), 과체중 52명(8.7%), 비만 26명

(4.4%)으로 조사되었다. 스크린 타임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TV, 인

터넷, 게임에 각각 소비한 학생이 일반계의 경우 297명(25.5%), 325명

(27.9%), 292명(25.4%)이었고, 전문계의 경우 194명(32.5%), 184명(30.8

명), 176명(29.5%)으로 조사되었다.

 

2. 수면시간과 비만

수면시간과 비만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통해 

짧은 수면 그룹(8시간 미만)과 긴 수면 그룹(8시간 이상 수면) 사이

에 비만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계 고등학

생의 경우 짧은 수면 그룹에서는 정상 719명(82.8%), 과체중 95명

(10.9%), 비만 55명(6.3%), 긴 수면 그룹에서는 정상 258명(86.9%), 과체

중 18(6.1%), 비만 21명(7.0%)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그룹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짧은 수면 그룹에서 과체중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MH χ2 = 0.83, p = .362) (Table 2). 전문계 고등

학생의 경우 짧은 수면 그룹에서는 정상 335명(85.0%), 과체중 37명

(9.4%), 비만 22명(5.6%), 긴 수면 그룹에서는 정상 184명(90.6%), 과체

중 15(7.4%), 비만 4명(2.0%)으로 조사되어 긴 수면 그룹에서 정상군

의 비율이 높고,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다(CMH χ2 = 4.93, p = .026). 

성별, 학년, 가정 경제수준과 학교성적을 보정한 상태에서 수면

과 비만(정상과 과체중 이상으로 분류)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변량 

분석 결과, 일반계 학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전문계 학생에서만 

긴 수면 그룹에서 비만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R, 0.57; 95% CI, 0.33-0.99) (Table 3). 그 외에 비만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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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변수는 성별과 학교 성적이었는데, 일반계 학생의 경우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체중 이상의 비만이 될 위험이 2.32배 높았으

며(p < .001), 일반계 학생 중 성적이 높은 그룹과 전문계 학생 중 성

적이 중간인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비만이 될 위험이 각각 0.66

배, 0.4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45 and .020, respectively).

3. 수면시간과 스크린 타임

수면시간이 긴 그룹과 짧은 그룹 사이에 스크린 타임(TV, 인터넷, 

게임 시간)이 유의하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일반계의 경우 짧은 수면군에서 하루 평균 TV 이용시간 

120분 미만이 683명(78.6%), 120분 이상이 186명(21.4%)이며, 긴 수면 

군에서는 120분 미만이 186명(62.6%), 120분 이상이 111명(37.4%)으

로 조사되었고, 전문계의 경우 짧은 수면군에서 120분 미만이 279명

(70.8%), 120분 이상이 115명(29.2%)이며, 긴 수면군에서는 120분 미

만이 124명(61.1%), 120분 이상이 79명(38.9%)으로 나타났다(Table 4). 

따라서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 긴 수면 그룹에서 TV 이용 시간이 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Academic high school

(n = 1,166)
n (%)/(m ± sd)

Vocational high school
(n = 597)

n (%)/(m ± sd)

Total
(N = 1,763)

n (%)/(m ± sd)
χ2

Gender M 711 (61.0) 242 (40.5) 953 (54.1)
F 455 (39.0) 355 (59.5) 810 (45.9)

Grade 1th 543 (46.6) 260 (43.6) 803 (45.5)
2th 447 (38.3) 242 (40.5) 689 (39.1)
3th 176 (15.1) 95 (15.9) 271 (15.4)

Socio-economic status Low 195 (16.7) 171 (28.6) 366 (20.7)
Middle 701 (60.1) 360 (60.3) 1,061 (60.2)
High 270 (23.2) 66 (11.1) 336 (19.1)

School achievement Low 373 (32.0) 212 (35.5) 585 (33.2)
Middle 386 (33.1) 221 (37.0) 607 (33.4)
High 407 (34.9) 164 (27.5) 571 (32.4)

Age (yr) 16.32 ± 0.87 16.36 ± 0.86 16.33 ± 0.87
Height (cm) 168.58 ± 8.24 167.19 ± 8.33 168.11 ± 8.30
Weight (kg) 62.00 ± 12.62 59.72 ± 11.04 61.23 ± 12.15
BMI Normal 977 (83.8) 519 (86.9) 1,496 (84.8) 4.05

Overweight 113 (9.7) 52 (8.7) 165 (9.4)
Obese 76 (6.5) 26 (4.4) 102 (5.8)
(kg/m2) 21.69 ± 3.38 21.27 ± 2.93 21.55 ± 3.24

Sleep < 8 869 (74.5) 394 (66.0) 1,263 (71.6) 14.15**
≥ 8 297 (25.5) 203 (34.0) 500 (28.4)
(hr/day) 6.99 ± 1.12 7.27 ± 1.12 7.09 ± 1.13

TV < 2 869 (74.5) 403 (67.5) 1,272 (72.2) 9.69*
≥ 2 297 (25.5) 194 (32.5) 491 (27.8)

Internet < 2 841 (72.1) 413 (69.2) 1,254 (71.1) 1.67
≥ 2 325 (27.9) 184 (30.8) 509 (28.9)

Game < 2 870 (74.6) 421 (90.5) 1,291 (73.2) 3.38
≥ 2 292 (25.4) 176 (29.5) 472 (26.8)

*p< .01; **p< .001.

Table 2. Sleep Hours and Obesity

Obesity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Total

Sleep Sleep Sleep

< 8 hr ≥ 8 hr CMH χ2 < 8 hr ≥ 8 hr χ2 < 8 hr ≥ 8 hr CMH χ2

Normal 719 (82.8) 258 (86.9) 335 (85.0) 184 (90.6) 1,054 (83.4) 442 (88.4)
Overweight 95 (10.9) 18 (6.1) 37 (9.4) 15 (7.4) 132 (10.5) 33 (6.6)
Obese 55 (6.3) 21 (7.0) 22 (5.6) 4 (2.0) 77 (6.1) 25 (5.0)
Total 869 (100) 297 (100) 0.83 394 (100) 203 (100) 4.93* 1,263 (100) 500 (100) 4.93*

*p< .05.
CMH = Cochran mantel haens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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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평균 120분 이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MH χ2 =29.71, 5.77; p < .001, = .016, respectively).

인터넷의 경우 일반계 학생 중 짧은 수면군에서 하루 평균 인터

넷 이용시간 120분 미만이 657명(75.6%), 120분 이상이 212명(24.4%)

이며, 긴 수면군에서는 120분 미만이 184명(62.0%), 120분 이상이 113

명(38.0%)으로 조사되었고, 전문계의 경우 짧은 수면군에서 120분 

미만이 284명(72.1%), 120분 이상이 110명(27.9%)이며, 8시간 이상 수

면군에서는 120분 미만이 129명(63.5%), 120분 이상이 74명(36.5%)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 긴 수면 그룹에서 인터

넷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120분 이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CMH χ2 =20.50, 4.57; p < .001, p = .033, respectively). 

게임의 경우 일반계 학생 중 짧은 수면군에서 게임시간 120분 미

만이 679명(78.1%), 120분 이상이 190명(21.9%)이며, 긴 수면군에서는 

게임시간 120분 미만이 191명(64.3%), 120분 이상이 106명(35.7%)으

로 조사되었고, 전문계의 경우 짧은 수면 군에서 120분 미만이 284

명(72.1%), 120분 이상이 110명(27.9%)이며, 긴 수면 군에서는 120분 

미만이 137명(67.5%), 120분 이상이 66명(32.5%)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 수면이 긴 그룹에서 게임시간이 하루 평

균 120분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나, 일반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MH χ2 =22.32, p < .001). 

수면과 스크린 타임(TV, 인터넷, 게임 시간)의 관계를 성별, 학년, 

가정 경제수준 및 성적을 보정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 일반계의 

경우 긴 수면 그룹에서 TV, 인터넷, 게임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이

상일 가능성이 1.83배, 1.62배, 1.6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1, .002, .002, respectively) (Table 5). 전문계의 경우도 긴 수면 그룹

에서 TV와 게임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일 가능성이 1.55배, 

1.52배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9, 0.26, respectively). 그 

외에 유의한 것으로 조사된 변수는 성별, 학년, 가정 경제수준, 성적

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에서 남학생은 하루 평균 

TV를 2시간 이상 볼 위험은 여학생보다 0.50배로(일반계, 전문계 동

일값) 낮았으나, 인터넷과 게임을 하루 평균 각각 2시간 이상 할 위

험성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일반계에서는 각각 2.37배, 1.41배 

(p < .001, .021, respectively), 전문계에서는 각각 2.24배, 1.93배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 for all< .001). 또한 일반계 3학년은 1학년에 비해 

인터넷을 2시간 이상 하게 될 위험성이 0.51배, 2학년은 1학년에 비

해 게임을 2시간 이상 하게 될 위험성이 0.70배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3, .011, respectively). 성적의 경우 일반계 학생

에서 TV, 인터넷, 게임 모두 성적이 중간이거나 높은 그룹이 낮은 그

룹에 비해 2시간 이상 하게 될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전문계 학생은 유일하게 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인터넷을 

2시간 이상 하게 될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수면, 비만, 스크린 타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고자 서울 시내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비만 

관련 위험요인인 수면과 좌식 생활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Table 3. Sleep and Obesity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Grade, Socio-
economic Status and School Achievement

Variable Classification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OR 95% CI OR 95% CI

Sleep < 8 hr 1 1
≥ 8 hr 0.70 0.47-1.03 0.57 0.33-0.99*

Gender F 1 1
M 2.32 1.58-3.40** 0.93 0.57-1.53

Grade 1st 1 1
2nd 0.95 0.66-1.36 0.62 0.36-1.06
3rd 1.30 0.84-2.02 0.84 0.42-1.66

Socio-economic
   status

Low 1 1
Mid 1.03 0.67-1.60 0.71 0.42-1.21
High 0.99 0.59-1.68 0.98 0.44-2.20

School
   achievement

Low 1 1
Mid 0.72 0.49-1.08 0.49 0.27-0.89*
High 0.66 0.44-0.99* 0.69 0.38-1.25

*p< .05; **p< .001.

Table 4. Sleep and Screen Time

TV (min/day) Internet (min/day) Game (min/day)

< 120 ≥ 120 CMH χ2 < 120 ≥ 120 CMH χ2 < 120 ≥ 120 CMH χ2

Academic high sleep < 8 hr 683 (78.6) 186 (21.4) 657 (75.6) 212 (24.4) 679 (78.1) 190 (21.9)
≥ 8 hr 186 (62.6) 111 (37.4) 29.71** 184 (62.0) 113 (38.0) 20.50** 191 (64.3) 106 (35.7) 22.32**

Vocational high sleep < 8 hr 279 (70.8) 115 (29.2) 284 (72.1) 110 (27.9) 284 (72.1) 110 (27.9)
≥ 8 hr 124 (61.1) 79 (38.9) 5.77* 129 (63.5) 74 (36.5) 4.57* 137 (67.5) 66 (32.5) 1.36

*p< .05; **p< .001.
CMH = Cochran mantel haens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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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99시간, 전문계는 7.27시

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스페인 10학년의 주중 median 수면시간

으로 보고된 7.5시간(Garmy et al., 2012), 호주 14-16.5세 남학생 평균 

8.8시간, 여학생 평균 8.9시간(Eisenmann, Ekkekakis, & Holmes, 

2006)보다 적은 시간이며, 중국 도시지역 10학년의 주중 수면시간

인 7.12시간, 시골 학생 6.99시간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Liu et al., 2008).

보통 실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은 8-9시간이 충분한 수면시간

이라고 하며(Foti, Eaton, Lowry, & McKnight-Ely, 2011), National Sleep 

Foundation (2000)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면시간도 최소 8시간이므

로, 일반계 고등학생 1,166명 중 869명, 전문계 고등학생 597명 중 394

명이 8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고등학생,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수면 부족 문제에 집

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크린 타임의 경우 2시간 이상 TV, 인터넷, 게임에 소비한 학생

이 일반계의 경우 각각 25.5%, 27.9%, 25.4%, 전문계는 32.5%, 30.8%, 

29.5%로 조사되었다. 이를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Grarmy 등

(2012)은 10학년에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학생이 

40.7%, 컴퓨터는 61.6%로 보고하였고, 일본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2시간 이상 TV 시청 학생이 남학생 45.1%, 여학생 49.0%, 2시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남학생 36.1%, 여학생 13.4%로 조사되었다

(Sun, Sekine, & Kagamimori, 2009). 또한 타이완 중학생의 경우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학생이 30.4%, 인터넷을 주당 30시간 이상 사

용하는 비율이 18%로 조사되었다(Yen et al., 2010). 따라서 타 연구와

는 연령이 다르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타국의 청소년에 비해 좌식생활에 

소비하는 시간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전문계 고등

학생의 경우 TV시청 시간이 타이완의 중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면시간과 비만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때, 일반계 고

등학생은 수면시간이 짧은 그룹과 긴 그룹 사이에 비만 정도가 유

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긴 수면 그룹에

Table 5. Sleep and Sedentary Behavior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Grade, Socio-economic Status and School Achievement

School type Variable Classification
TV Internet Game

OR 95% CI OR 95% CI OR 95% CI

Academic high Sleep < 8 hr 1 1 1
≥ 8hr 1.83 1.36-2.47*** 1.62 1.20-2.20** 1.60 1.19-2.15**

Gender F 1 1 1
M 0.50 0.38-0.68*** 2.37 1.73-3.25*** 1.41 1.05-1.89*

Grade 1st 1 1 1
2nd 0.97 0.73-1.31 0.78 0.57-1.05 0.70 0.52-0.94*
3rd 0.63 0.38-1.03 0.51 0.33-0.79** 0.81 0.54-1.22

Socio-economic status Low 1 1 1
Mid 0.86 0.59-1.24 0.89 0.63-1.30 0.88 0.62-1.25
High 0.86 0.54-1.36 0.71 0.44-1.12 0.56 0.36-0.87*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 0.65 0.47-0.90* 0.45 0.32-0.63*** 0.54 0.39-0.75***
High 0.36 0.25-0.52*** 0.28 0.20-0.41*** 0.44 0.31-0.61***

Vocational high Sleep < 8 hr 1 1 1
≥ 8hr 1.55 1.08-2.23* 1.21 0.82-1.77 1.52 1.05-2.20*

Gender F 1 1 1
M 0.50 0.34-0.73*** 2.24 1.55-3.23*** 1.93 1.34-2.78***

Grade 1st 1 1 1
2nd 0.79 0.54-1.17 0.93 0.63-1.39 0.81 0.55-1.19
3rd 0.94 0.57-1.56 0.75 0.44-1.31 0.69 0.41-1.19

Socio-economic status Low 1 1 1
Mid 0.86 0.58-1.28 0.59 0.39-0.88* 0.97 0.65-1.44
High 0.81 0.43-1.54 0.62 0.32-1.20 0.71 0.37-1.37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 0.77 0.51-1.16 0.76 0.50-1.16 1.12 0.73-1.71
High 0.65 0.41-1.03 0.54 0.33-0.87* 1.51 0.96-2.37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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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체중과 비만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학

년, 경제수준, 성적을 보정하였을 때도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에서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Eisenmann et al., 2006; Mitchell et al., 2013; Pileggi, Lotito, Bianco, 

Nobile, & Pavia, 2013),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표성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수면과 비만의 관련성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변수로는 성별과 학업성

적인데, 일반계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Park, 2010). 그러

나 전문계 학생의 경우 성별로 비만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전

문계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

로, 취업 준비를 위한 외모관리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원인에 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 일반계 고등학생과 중위권 

전문계 고등학생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비만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Coe et al., 2013; 

Shore et al., 2008).

세 번째로 수면과 스크린 타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짧은 수면 그룹에 비해 긴 수면 그룹이 TV, 

인터넷, 게임을 하루 2시간 이상 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문

계 고등학교에서도 짧은 수면 그룹에 비해 긴 수면 그룹에서 TV와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면시

간이 줄면 TV나 컴퓨터 이용시간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와는 반

대되는 결과이며(Adam, Snell, & Pendry, 2007; Garmy et al., 2012; Van 

den Bulck, 2004), 타이완 학생들에서 주중 TV 시청 시간, 컴퓨터에 

사용한 시간이 수면 부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결과

(Chen, Wang, & Jeng, 2006) 및 미국 청소년에서 TV 시청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는 결과(Fuligni & Hardway, 2006)와도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더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수면시간이 긴 그룹에서 TV, 인터넷, 게임 등의 스

크린 타임 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

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스크린 타임(TV, 인터넷,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또 다른 변수가 학교 

성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성적이 중간이거나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TV, 인터넷, 게임을 각각 하루 평균 2시

간 이상 할애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점과 위에서 제시된 

학업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비만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

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준비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 TV, 

인터넷, 게임에 소모하는 시간, 즉 스크린 타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게 되며, 결과적으로 비만이 될 위험성이 낮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스크린 타임은 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활동이므로, 

하루 중 에너지 소모가 낮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으면 비만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게 된다(Must & Parisi, 2009). 반면, 전문계 고

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 준비에서 자유롭다 보니 비교적 성적과 좌

식생활과의 연관성이 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낮 동안 스크린 타임은 적고, 운

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도 

있다(Coe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지역 고등학생만을 대

상으로 조사하였고, 운동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스크린타임과 

운동, 성적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단면연구를 통한 자가보

고 형식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만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

수인 운동시간이나 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경우 시간으로만 측정하였을 

뿐 수면의 질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학

생을 일반계와 전문계 학생으로 분류하여 수면과 비만, 스크린 타

임과의 관련성을 처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과 스크린 타임의 관련성, 그리고 이것이 비

만과 관련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수면, 비만, 스크린 타임의 관련성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내 11개 학교로부터 1,166명의 일반계 고등

학생과 597명의 전문계 고등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수면은 짧고, 스크린 타임에 할애하는 시

간은 작았으며, 수면과 비만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은 전문계 고등

학생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계와 전문계 학생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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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간이 긴 그룹이 짧은 그룹에 비해 스크린 타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에서 학업성적

이 스크린 타임 및 비만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면과 비만과의 관련성이 일부 고등학생에서 확인되었

으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조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닌 단면연구이므로 향후 보다 대표성있는 표본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원인 결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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