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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intervention studies on childhood obesity in Korea. Methods: From 1996, when 
the first research paper on childhood obesity intervention was published, to 2015, 192 published paper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
tics. Results: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sharply between 1996 and 2007, but declined slightly from then. The majority of studies involved 
only children as intervention participants. Most were elementary students, and overweight and obese children. Exercise therapy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Parental participation was found in 35 studies, while teacher’s participation was found in only one study. In many 
studies physiological indicators were used as measurement variables, but follow-up was done in only 10 studies. Finally, only a few studies 
applied a conceptual framework, while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as used for most studies. Conclusion: Examination of trends in 
intervention studies on childhood obesity in Korea, shows there has been a quantitative increase but not enough improvem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interventions. Findings in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diversity in terms of study participants, interventions 
and evaluation method along with quality improvement in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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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조사에 따르면,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1980년 이후 전 세계 비만인구가 2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1], 특히 오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5-17세 아

동 중 약 2억 6천만 명이 과체중이 되고 이 중 9천만 명 이상이 비만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2]. 국내 아동 비만율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3], 아동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비만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과 자존감 저

하, 우울증 등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건강문제를 야기하고[4], 특히 아

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성

인기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성인병 및 이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 비용

을 발생시킬 수 있다[6].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

로 아동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가 개발되어 왔으

나[7-9], 아동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개

발된 중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

이에 대해 국외에서는 아동비만 관련 중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

가하고,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진행

되었다. Water 등[7]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는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특히 개발된 중재 및 전략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총 55편의 문헌 중 대부분이 6-12세의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이 중 37편, 27,946명의 아동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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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메타분석 결과, 비록 높은 수준의 이질성이 관찰되었지만 교육, 

행동수정, 건강증진 중재는 아동의 체질량 지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Water 등[7]은 향후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중재의 필요성과 연구와 평가 설계의 질적 향

상, 중재의 장기효과 평가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Luttikhui 등[8]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아동비만 ‘치료’를 위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64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12편은 신체활동 및 

좌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습관 중재, 6편은 식이 중재, 36편은 행동 중

재, 나머지 10편은 약물 중재였다. 이 문헌들은 중재 설계, 결과변수 측

정, 방법론적 질 측면에서 상당히 상이하였다. 그러나 식이요법, 신체활

동, 행동수정, 약물 중재는 아동의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며 약물 

중재를 제외한 나머지 중재들의 복합 중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추가적으로 Luttikhui 등[8]은 추후 행동변화의 사회·심리적 결정요

인을 고려하고, 의료진-가족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기반

의 질 높은 중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Williams 등[10]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4-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식이와 신체활동

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평가하였다. 21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식이

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국립학교의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 프로그램, 영

양섭취 가이드라인 등이었으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전문

가에 의한 신체활동 장려, 학교 등교 시 스쿨버스 이용 대신 걸어 다니

기, 주당 신체활동 시간 증가시키기, 신체활동과 스포츠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가 기관간의 교류였다. 식이와 신체활동과 관련된 정책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이질성이 관찰되었으며,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어

떤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체질량 지수를 감소시

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아동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로는 비만 아동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효과[9], 학교체

육이 학생들의 비만에 미치는 효과[11], 국내보건의료기관 기반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 현황[12]에 대한 연구가 전부이다. Sung 등[9]의 연

구는 2000-2010년 사이의 연구 61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연구결과 운동요법, 영양교육, 생활습관교육, 행동수정, 놀이치

료, 그림치료의 중재효과를 보고하였다. Cho 등[11]의 연구는 국외논

문까지 포함한 연구 14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

며, 연구결과 6-18세 아동의 비만을 예방하는데 학교체육이 도움은 되

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Go 등[12]의 연구는 1994년-2014년까지 수행된 연구 14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재방법으로는 단일중재

(운동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보다 복합중재(운동교육과 영양교육)가 

더 많았으며, 프로그램 수행기간은 9-12주, 수행기관은 일반병원, 연구 

설계는 사전-사후 연구가 많았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소수였

고, 학교체육과 같은 특정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청소년과 같은 

제한된 대상자에 있어 비만중재의 효과를 살펴보는 등 국내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

서 아동비만 관련 중재연구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과 한국간호과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모자보건학회지와 부모자녀건강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동

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발될 아동비만 관련 중재연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비만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대상자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연구방법 특성을 파악한다.

넷째,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중재특성을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결과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내 중재연구를 분석하

여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검색전략

대상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검색하였

으며, 주요 검색어는 ‘아동’, ‘소아’, ‘비만’이었다(마지막 검색일: 2016년 

8월 29일). 또한, 한국간호과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모자보건학회

지와 부모자녀건강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 전수

를 검토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자료선정 및 제외기준

아동비만 중재란, 아동의 비만관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양관리, 

운동치료, 행동치료, 약물 및 수술치료를 의미하며[13], 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 아동 및 비만아동에게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공되

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 가능한 모든 중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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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에 의한 약물치료 및 수술 등의 의학적 중재는 제외하였으

며, 제공기간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대상은 0-18세의 영아

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

병(당뇨, 천식, 정신질환 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

하였다. 연구유형은 아동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중재를 제공한 실

험연구만을 포함하였다.

대상 논문의 선정

검색전략을 바탕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문헌검색을 시행

하였으며, 총 920편이 검색되었다. 또한, 한국간호과학회지 및 8개 분과 

학회지, 모자보건학회지와 부모자녀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수를 

검토하여 59편이 추가되었으며, 총 979편이 선정되었다. 1차 검토에서

는 중복문헌 137편을 제외한 842편을 평가자 2인이 독립적으로 제목

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문헌 262편을 선별하였다. 논문의 

제외사유는 조사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메타분석 연구일 경우였

다. 2차 검토에서도 평가자 2인이 독립적으로 초록을 검토하여 선정기

준에 부합되는 문헌 192편을 선별하였다. 논문의 제외사유는 학술대

회 발표용 초록, 종설, 효과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중재개발연구, 학위

논문, 표절문헌, 연구대상이 성인, 장애아동, 대사증후군 등의 질병을 

가진 아동일 경우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원문을 찾을 수 없는 논문 1

편을 제외하였다. 최종 선정된 19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자 2인이 

독립적으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하

였다(Figure 1).

자료 분석 방법

분석틀의 개발

분석틀은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대상자, 연구방법, 중

재, 결과로 구분하였다. 첫째, 대상자 특성에서 대상자는 변화를 유도

하고자 하는 목표대상으로 실제 중재에 참여한 사람을 의미하며, 아

동, 부모, 교사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참여아동의 연령, 성별, 비만정도

를 분석기준에 포함하였다. 비만정도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아동비만의 기준은 다양하며[14],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 논문에서 제

시한 비만 판정 기준에 따라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연구방법 특성은 이론적 기틀의 유무, 연구 설계, 연구의 질로 구

성하였다. 연구의 질은 무작위화, 은닉 할당, 맹검, 치료 의도의 유무로 

평가하였다. 셋째, 중재특성은 중재유형, 전달방식, 중재기간, 중재 제공

자, 중재 장소로 구성하였다. 중재는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차이를 두어 

제공된 처치(manipulation)를 의미하며, 중재유형은 비만진료지침[13]

의 기준에 따라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요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재는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제공된 중재, 대인 관계적 수

준에 해당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제공된 중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변

화를 유도하고자 시행된 환경적 중재로 구분하였다. 넷째, 결과특성은 

측정수준, 측정변수, 추적 조사 유무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수준은 아

동, 부모, 교사, 환경 등 실제 중재로 인한 변화를 측정한 수준을 의미

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는 생리적, 사회·심리적, 생활습관 지표로 구분

하였으며, 생리적 지표는 혈액검사(glucose, total cholesterol, high-den-

sity lipoprotein, low-density lipoprotein 등)와 체성분 분석 결과(body 

mass index, 체지방량, 허리-엉덩이 둘레 비, 근육량 등)를 포함하였으

며, 사회·심리적 지표는 효능감, 자아존중감, 지식 등의 인간의 행위변

Figure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for review.

Electronic database and site (n = 979): 
RISS 920, JKAN etc. 59

Potentially appropriate studies retrieved for 
further consideration (n = 842)

Potentially relevant articles (n = 262)

Studies included in analysis (n = 192)

Remove duplication (n = 137)

Studies excluded based on screening titles (n = 580): reasons
 - Descriptive studies
 - Systematic review studies
 - Meta-analysis studies

Studies excluded based on screening abstract (n = 70): reasons
 - Studies for oral presentation and poster
 - Studies for program development
 - Thesis and dissertation
 - Plagiarism studies
 - Participation: adult, child with disability and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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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도하는 결정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생활습관 지표는 현재 대상

자의 식습관, 운동습관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로 측정된 결과들을 포

함하였다.

평가자 간의 신뢰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평가자간의 신뢰도란 독립된 연구자가 논문

의 제목과 초록, 전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토론을 통

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였다

[15]. 평가자간 신뢰도=[포함된 논문의 수/(포함된 논문의 수+논의가 

필요한 논문 수)]×100.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논문에 

대해 연구자 간 분석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차 검토에서 평가

자 간의 신뢰도는 88%이었으며, 2차 검토에서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83%이었다. 또한, 최종 선정된 19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자 2인이 

자료추출 시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제3평가자에게 의견을 

구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대상 논문의 동향 분석

각 대상 논문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재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아동비만 중재연구가 처음으로 소개된 1996년부터 2015년까

지 5년 단위로(1996-2000년, 2001년-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

국내에서 아동비만 중재연구가 처음으로 소개된 1996년부터 2015

년까지 전체 논문 수는 192편이었으며, 2007년에 21편으로 가장 많았

고, 1999년에 1편으로 가장 적었다. 시기별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논문 수가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단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1996-2000년 13편(6.8%), 

2001년-2005년 55편(28.6%), 2006-2010년 73편(38.0%), 2011-2015년 51편

(26.6%)이었다.

학회지 특성을 살펴보면, 학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6편의 논

문을 제외하고, 예술·체육 분야에 게재된 논문이 90편(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약학 분야 34편(18.3%), 자연과학 분야 26편

(14.0%), 사회과학 분야 19편(10.2%), 기타 17편(9.1%) 순이었다. 의약학 

분야에 게재된 34편 논문의 5년 단위 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1996-2000년 논문 중 4편(30.8%), 2001년-2005년 논문 중 10편

(18.9%), 2006-2010년 논문 중 10편(14.3%), 2011-2015년 논문 중 10편

(20.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재된 학회지는 등재지가 157편

(81.8%)으로 절대다수였으며, 등재후보지가 1편(0.5%), 등재지·등재후보

지에 속하지 않는 논문이 28편(14.6%)이었다. 

끝으로, 전체 논문 중 기관 및 단체의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

는 38편(19.8%)이었다. 구체적으로 1996-2000년 게재된 논문 중 2편

(15.4%), 2001년-2005년 논문 중 7편(12.7%), 2006년-2010년 논문 중 17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192)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n (%) n (%) n (%) n (%) n (%)

Participants Children 157 (81.8) 9 (69.2) 44 (80.0) 55 (75.3) 49 (96.1)
Children·Parents 34 (17.7) 4 (30.8) 11 (20.0) 17 (23.3) 2 (3.9)
Children·Parents·Teacher 1 (0.5) 0 (0.0) 0 (0.0) 1 (1.4) 0 (0.0)

Children’s age Infant 0 (0.0) 0 (0.0) 0 (0.0) 0 (0.0) 0 (0.0)
Toddler 0 (0.0) 0 (0.0) 0 (0.0) 0 (0.0) 0 (0.0)
Preschooler 1 (0.5) 0 (0.0) 0 (0.0) 1 (1.4) 0 (0.0)
Schooler 177 (92.2) 12 (92.3) 51 (92.7) 64 (87.7) 50 (98.0)
Adolescent 9 (4.7) 1 (7.7) 4 (7.3) 3 (4.1) 1 (2.0)
Schooler·Adolescent 4 (2.1) 0 (0.0) 0 (0.0) 1 (1.4) 0 (0.0)
Not clear 1 (0.5) 0 (0.0) 0 (0.0) 4 (5.5) 0 (0.0)

Children’s gender Boy 55 (28.6) 3 (23.1) 11 (20.0) 28 (38.4) 13 (25.5)
Girl 16 (8.3) 1 (7.7) 7 (12.7) 2 (2.7) 6 (11.8)
Boy·Girl: not stated 89 (46.4) 9 (69.2) 32 (58.2) 30 (41.1) 18 (35.3)
Not clear 32 (16.7) 0 (0.0) 5 (9.1) 13 (17.8) 14 (27.5)

Children’s weight status Normal weight 1 (0.5) 0 (0.0) 0 (0.0) 0 (0.0) 1 (2.0)
Over weight·Obesity 171 (89.1) 11 (84.6) 52 (94.5) 62 (84.9) 46 (90.2)
Normal-Over weight·Obesity 14 (7.3) 1 (7.7) 2 (3.6) 7 (9.6) 4 (7.8)
Not clear 6 (3.1) 1 (7.7) 1 (1.8) 4 (5.5) 0 (0.0)

Total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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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23.3%), 2011-2015년 논문 중 12편(23.5%)이 연구지원을 받았으며, 5

년 단위로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자 특성

전체논문 192편 중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57편(81.8%)으

로 절대다수였으며, 부모가 함께 참여한 연구가 34편(17.7%), 아동과 부

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연구가 1편(0.5%)이었다. 참여아동의 연령은 

177편(92.2%)이 초등학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령전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편(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9편(4.7%)이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55편

(28.6%), 여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6편(8.3%), 남아와 여아가 함

께 참여한 연구가 89편(46.4%)이었다. 아동의 비만정도는 정상체중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편(0.5%), 과체중과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71편(89.1%), 정상체중과 과체중·비만아동을 함께 포함한 

연구가 14편(7.3%)로 정상체중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중재보다는 과

체중·비만아동의 비만관리를 위한 중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996년부터 201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체중과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과반수이상으로 절대다수였다. 또한,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연구가 2006년 이후에 1편 발표되었으며, 동일시기에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편 소개되었다. 아동의 성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논문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정상체중 아동의 비

만예방을 위한 중재연구는 2011-2016년에 1편 발표되었다(Table 1).

연구방법 특성

전체논문 192편 중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는 7편(3.6%)으로 소

수였으며, 적용된 개념적 기틀은 건강신념 모델, 사회인지이론, 범이론

적 모델 등이었다. 연구설계는 유사실험 연구가 89편(46.4%)로 가장 많

았고, 순수실험 연구와 원시실험 연구가 각각 28편(14.6%), 75편(39.1%)

이었다. 연구의 질 평가에서 무작위화가 이루어진 연구는 28편(14.6%)

이었으며, 은닉 할당, 맹검 및 치료 의도는 모든 연구에서 실시하지 않

거나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는 2001년 이후 발

표되었다. 동일시기에 연구대상의 무작위화가 이루어진 순수실험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2001년-2005년 논문 중 5편(9.1%), 2006-2010년 논

문 중 14편(19.2%), 2011-2015년 논문 중 9편(17.6%)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2).

중재특성

전체논문 192편 중 아동대상 중재에서 단일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111편(57.8%)이었으며, 복합중재는 81편(42.2%)이었다. 중재종류

로는 운동요법이 84편(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행동요법 병행

이 60편(31.3%), 행동요법이 26편(13.5%)순이었다. 전달방식은 오프라인

이 189편(98.4%)로 절대다수였으며, 중재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84

주로 평균 12.64 ± 9.48주였다. 교사, 연구자, 연구보조원 등에 의해 중재

가 제공된 연구가 92편(47.9%)이었고,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100

편(52.1%)이었다. 중재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된 연구가 44편(22.9%), 지

역사회가 25편(13.0%)이었으며,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114편

(59.4%)이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참여한 연구 35편과 교사가 함께 참

여한 연구 1편 모두 부모와 교사에게 행동요법을 제공하였다.

아동대상 중재에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과 함께 기타 중재

로 손 경락 마사지, 아로마 요법, 이침 요법, 온천, 원적외선, 창작로봇 

Table 2. Research Design      (N=192)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n (%) n (%) n (%) n (%) n (%)

Conceptual framework Yes 7 (3.6) 0 (0.0) 3 (5.5) 1 (1.4) 3 (5.9)
No 185 (96.4) 13 (100.0) 52 (94.5) 72 (98.6) 48 (94.1)

Experimental design True-experimental 28 (14.6) 0 (0.0) 5 (9.1) 14 (19.2) 9 (17.6)
Quasi-experimental 89 (46.4) 7 (53.8) 28 (50.9) 24 (32.9) 30 (58.8)
Pre-experimental 75 (39.1) 6 (46.2) 22 (40.0) 35 (47.9) 12 (23.5)

Research quality Randomization Yes 28 (14.6) 0 (0.0) 5 (9.1) 14 (19.2) 9 (17.6)
No/Not clear 164 (85.4) 13 (100.0) 50 (90.9) 59 (80.8) 42 (82.4)

Allocation of concealment Yes 0 (0.0) 0 (0.0) 0 (0.0) 0 (0.0) 0 (0.0)
No/Not clear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Blindness Yes 0 (0.0) 0 (0.0) 0 (0.0) 0 (0.0) 0 (0.0)
No/Not clear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Intention to treat analysis Yes 0 (0.0) 0 (0.0) 0 (0.0) 0 (0.0) 0 (0.0)
No/Not clear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Total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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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earch Intervention  (N=192)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n (%) n (%) n (%) n (%) n (%)

Types of intervention 
 for children

Single Excercise 84 (43.8) 3 (23.1) 19 (34.5) 28 (38.4) 34 (66.7)
Behaviour 26 (13.5) 1 (7.7) 13 (23.6) 8 (11.0) 4 (7.8)
Others 1 (0.5) 0 (0.0) 0 (0.0) 0 (0.0) 1 (2.0)
Subtotal 111 (57.8) 4 (30.8) 32 (58.1) 36 (49.4) 39 (76.5)

Multiple Excercise · Diet 8 (4.2) 2 (15.4) 2 (3.6) 2 (2.7) 2 (3.9)
Excercise · Behaviour 60 (31.3) 6 (46.2) 18 (32.7) 29 (39.7) 7 (13.7)
Excercise · Others 2 (1.0) 0 (0.0) 0 (0.0) 1 (1.4) 1 (2.0)
Excercise · Diet·Behaviour 8 (4.2) 0 (0.0) 3 (5.5) 3 (4.1) 2 (3.9)
Excercise · Behaviour·Others 2 (1.0) 1 (7.7) 0 (0.0) 1 (1.4) 0 (0.0)
Excercise · Diet·Behaviour·Others 1 (0.5) 0 (0.0) 0 (0.0) 1 (1.4) 0 (0.0)
Subtotal 81 (42.2) 9 (69.3) 23 (41.8) 37 (50.7) 12 (23.5)

Delivery method for children On-line 0 (0.0) 0 (0.0) 0 (0.0) 0 (0.0) 0 (0.0)
Off-line 189 (98.4) 13 (100.0) 55 (100.0) 71 (97.3) 50 (98.0)
On-line·Off-line 3 (1.6) 0 (0.0) 0 (0.0) 2 (2.7) 1 (2.0)

Intervention period (M ± SD) 12.64 ± 9.48 11.18 ± 5.11 12.00 ± 7.71 12.17 ± 10.55 12.64 ± 10.31
Intervention provider Teacher · Researcher · Research assistant, others 92 (47.9) 8 (61.5) 29 (52.7) 43 (58.9) 12 (23.5)

Not clear 100 (52.1) 5 (38.5) 26 (47.3) 30 (41.1) 39 (76.5)
Intervention place Home 2 (1.0) 0 (0.0) 2 (3.6) 0 (0.0) 0 (0.0)

School 44 (22.9) 3 (23.1) 8 (14.5) 20 (27.4) 13 (25.5)
Community 25 (13.0) 0 (0.0) 7 (12.7) 10 (13.7) 8 (15.7)
School · Community 2 (1.0) 2 (15.4) 0 (0.0) 0 (0.0) 0 (0.0)
Others 5 (2.6) 1 (7.7) 2 (3.6) 2 (2.7) 0 (0.0)
Not clear 114 (59.4) 7 (53.8) 36 (65.5) 41 (56.2) 30 (58.8)

Total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Table 4. Research Outcome     (N=192) 

Variables Categories
Total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n (%) n (%) n (%) n (%) n (%)

Level of outcome Children 184 (95.8) 13 (100.0) 53 (96.4) 67 (91.8) 51 (100.0)
Children · Parents 7 (3.6) 0 (0.0) 2 (3.6) 5 (6.8) 0 (0.0)
Children · Parents · Teacher 1 (0.5) 0 (0.0) 0 (0.0) 1 (1.4) 0 (0.0)

Types of outcome for children Single Physiological 117 (60.9) 7 (53.8) 27 (49.1) 45 (61.6) 38 (74.5)
Psychosocial 6 (3.1) 0 (0.0) 2 (3.6) 1 (1.4) 3 (5.9)
Lifestyle 4 (2.1) 0 (0.0) 2 (3.6) 2 (2.7) 0 (0.0)
Subtotal 127 (66.1) 7 (53.8) 31 (56.3) 48 (65.7) 41 (80.4)

Multiple Physiological · Psychosocial 15 (7.8) 0 (0.0) 6 (10.9) 3 (4.1) 6 (11.8)
Physiological · Lifestyle 13 (6.8) 2 (15.4) 5 (9.1) 6 (8.2) 0 (0.0)
Psychosocial · Lifestyle 2 (1.0) 0 (0.0) 1 (1.8) 1 (1.4) 0 (0.0)
Psychosocial · Others 1 (0.5) 0 (0.0) 1 (1.8) 0 (0.0) 0 (0.0)
Physiological · Psychosocial · Lifestyle 32 (16.7) 4 (30.8) 10 (18.2) 15 (20.5) 3 (5.9)

Physiological · Psychosocial · Lifestyle · Others 2 (1.0) 0 (0.0) 1 (1.8) 0 (0.0) 1 (2.0)
Subtotal 65 (33.8) 6 (46.2) 24 (43.6) 25 (34.2) 10 (19.7)

Fllow-up Yes 10 (5.2) 1 (7.7) 4 (7.3) 3 (4.1) 2 (3.9)
No 182 (94.8) 12 (92.3) 51 (92.7) 70 (95.9) 49 (96.1)

Total 192 (100.0) 13 (100.0) 55 (100.0) 73 (100.0) 51 (100.0)
Types of outcome for parent Psychosocial 2 (25.0) 0 (0.0) 0 (0.0) 2 (33.3) 0 (0.0)

Physiological · Lifestyle 2 (25.0) 0 (0.0) 1 (50.0) 1 (16.7) 0 (0.0)
Psychosocial · Lifestyle 2 (25.0) 0 (0.0) 1 (50.0) 1 (16.7) 0 (0.0)
Lifestyle · Others 1 (12.5) 0 (0.0) 0 (0.0) 1 (16.7) 0 (0.0)
Others 1 (12.5) 0 (0.0) 0 (0.0) 1 (16.7) 0 (0.0)

Total 8 (100.0) 0 (0.0) 2 (100.0) 6 (10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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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시

행된 환경적 중재로는 학교 서적구입, 건강달력 기록,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있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단일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증가하는 

반면, 복합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

달방식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활용된 연구는 2006년 이후 발

표되었다. 중재제공자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

였다. 또한, 중재 장소가 가정, 지역사회인 연구는 2001년 이후 수행되

었다(Table 3).

결과특성

전체논문 192편 중 실제 중재로 인한 아동의 변화만을 측정한 연구

가 184편(95.8%)으로 절대다수였으며, 아동과 부모의 변화를 함께 측

정한 연구는 7편(3.6%), 아동과 부모, 교사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1편

(0.5%)이었다. 측정변수로 단일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127편(66.1%), 복

합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65편(33.8%)이었다. 생리적 지표를 활용한 연

구가 117편(60.9%)으로 다수였으며, 다음으로 생리적·사회심리적·생활

습관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32편(16.7%), 생리적·사회심리적 지표를 활

용한 연구가 15편(7.8%)순이었다. 추적조사를 시행한 연구는 10편

(5.2%)이었으며, 추적조사 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대 52주 후였다. 부모

가 참여한 8편의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지표, 생리적·생활습관 지표, 사

회심리적·생활습관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각각 2편씩(25%)이었다. 또

한, 교사가 참여한 1편의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지표와 인식 및 행동변

화 지표가 활용되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측정변수로 단일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증가하

는 반면, 복합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적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아동비만 중재연구 논문은 총 192편으로 1990

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도별로 분류하였을 때, 2006-2010년 사이에 73편

(38.0%)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국내의 아동 비

만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16],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해결되어야 하는 주요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17] 이에 대한 관심

의 반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

어 국내에서는 아동비만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을 기점으로 ‘국가비만 종합대책(2005)’,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

합대책(2007-2010)’,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2007-2011)’ 등과 같은 다

양한 아동비만 관련 국가사업이 수립되었다. 아동비만 관리에 대한 국

가사업의 확장은 보건소 기반, 학교 기반의 다양한 비만 사업들로 이

어졌고[18], 비만관련 국가사업의 증가는 연구지원으로 이어졌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2001년부터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학회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90

편(48.4%)의 연구가 예술·체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5년 단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의약학 분야에 게재된 연구의 비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간호학을 비롯한 의약학 분야에서 아동비만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전체 분석 논문 중 177편(92.2%)이 학령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였다. 이는 중재제공 장소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한 곳이 ‘학교’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

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일차환경

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학교기반의 중재가 아동비만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고[19],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

자의 모집과 접근이 용이한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되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

의 발달단계별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1편(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4.7%)이었으며, 영아

기,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최근 아동

비만에 임신기간 산모의 영양 및 신체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까지 진행되고 있으며[20], 아동비만의 조기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중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증가

하는 학습량과 이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섭취 및 운동량 부족으로 인

해 비만에 이환될 확률이 17배 정도 높으며[21], 더불어 외모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위한 중재

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상체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편(0.5%)인 반

면, 과체중과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71편(89.1%)으로 정

상체중 아동의 비만예방 보다는 과체중·비만아동의 비만관리를 위한 

중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편의 비만예방 중재연구 또한 2011-2016년 

사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아동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의 각종 만성질환

으로 이환될 가능성을 높이며, 성인기의 대사증후군 유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6] 발생된 비만의 관리 뿐 아니라 비만의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상체중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접근법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정상체중과 과체중 ·비만아동에게 함께 중재

를 제공한 연구가 14편(7.3%)에 달했는데, 과체중 ·비만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비만관리’와 정상체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예방’은 

중재의 종류 및 특성에 있어 전적으로 상이하다[22]. 그러므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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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비만아동에게 동일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재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이 크며, 향후 중재의 개발에 있어 아동비만의 

관리와 예방은 구분지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건강행위의 추구에 있어 아동의 변화만을 강조하던 과거에 비해 최

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즉, 가정,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사회, 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미시

적·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아동의 건강행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23]. 이에 유용한 

접근법인 생태학적 모형[24]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한 다층적 접근으로 각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다수준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한다. 

본 연구결과 전체논문 192편 중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57

편(81.8%)으로 절대다수였으며, 부모가 함께 참여한 연구가 34편

(17.7%),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한 연구가 1편(0.5%)에 불과하였

다. 즉, 현재까지 국내 아동비만 중재연구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은 생태

학적 모형의 개인적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이었으며,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속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적 변화를 통해 환경조성을 

모색한 중재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아동과 가장 근접한 환경적 요

인인 가정은 아동 초기의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장소이며, 

특히 아동의 비만은 부모의 비만정도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25].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 중 

학교는 아동들이 학령기 시절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하고 관리해 나간다[26]. 따라서 아동비만의 관리와 예방의 접근에 있

어 부모, 또래, 교사 등의 다양한 지지체계를 포함하고 함께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노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생활습

관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지

역사회 내 ‘걷기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캠페인이 비만의 예방 및 관리

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27], 정부의 ‘설탕 세 도입’과 같은 정

책추진을 통해 비만율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28]. 따라

서 최근 세계적인 연구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비만아동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의 사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수준의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의 연구방법 특성을 살펴보면, 개념적 기틀

을 적용한 연구는 7편(3.6%)에 불과하였으며, 순수실험 연구는 28편

(14.6%)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무작위화, 은닉 할

당, 맹검 및 치료 의도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활

용 가능한 질 높은 근거를 생산·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연구를 전반적으로 가이드 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활용

한 순수실험 연구의 확산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결과 순수실험 연

구의 비율이 시기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간호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재제공자와 중재 장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문헌이 각각 100편

(52.1%), 114편(59.4%)에 달했으며, 시기별로 중재제공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재연구에 있어 중재과

정의 투명한 기술은 대상자에게 일관성 있는 중재를 제공하고, 타 연

구자들에 의해 연구의 재연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

라서 향후 중재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수행된 장소, 중재제공자 및 

중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제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중재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에게 제공된 중재로는 운동요법이 84편(43.8%)으

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행동요법 병행이 60편(31.3%), 행동요법이 26편

(13.5%)순이었다. 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비만아동을 대상

으로 한 중재연구 61편을 메타분석 한 Sung 등[9]의 연구에서 주로 수

행되었던 중재요법이 운동요법, 운동 ·행동요법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추가적으로 이는 다수의 연구가 예술 ·체육 분야에 게재된 

문헌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복합중재의 효과보다 단일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더 

많았으며, 시기별로 복합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아동의 비만중재에서 단일중재보다는 복합 중재가 비만 예

방 및 관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며[29], 아동의 비만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이요법, 신체활동 및 행동요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복합중재의 

중요성이 강조[8]되고 있다. 추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복합중재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에게 제공된 기타 중재로는 손 경락 마사지, 아로마 요

법, 이침 요법, 온천, 원적외선, 창작로봇 만들기 등이 있었다. Sung 등

[9]의 연구에서도 연구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놀이치료, 명상요법 등

을 활용한 중재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추후 비만관리의 대표적인 식

이, 운동, 행동요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개발 및 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중재들의 전달방식은 오프라인이 189편

(98.4%)로 절대다수였다. 최근 유비쿼터스 및 mobile health (m-health)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중재참여에 대한 동기와 중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건강행위의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0]. 그러므로 아동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중재의 개발이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의 결과특성을 살펴보면, 측정변수로 단일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127편(66.1%)이었으며, 이 중 생리적 지표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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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가 117편(60.9%)으로 절대다수였다. 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함에 있어 생리적 지표의 활용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대표적인 비만관리 중재인 식이, 운동, 행동요법의 효과를 생리적 

지표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사회심리적, 생활습관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것보다 중재의 효과를 밝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로 구성된 복합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리적 지표

를 활용한 연구의 다수가 사용된 도구 및 기구의 타당도를 기술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준비과정

에서 타당도 있는 도구의 선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에 보다 신경

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추적조사를 시행한 

연구는 소수였으며, 시기별로 추적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연구의 비율

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제공된 중재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파악하

고 추가 중재가 제공될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조사는 필요하며, 

향후 이루어질 아동비만 중재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시 추후조사를 고

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동비만 중재연구가 처음으로 소개된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개된 중재들의 효과성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각 중재의 효과크기를 확인하고, 중재 간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을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11개의 국내 학술지에서 선정하였으므

로, 이곳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으며, 자료선정기준에서 학위논문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일부가 포함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아동비만 중재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

발될 아동비만 관련 중재연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국내에서 아동비만 중재연구가 처음으로 소개된 1996년부터의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다수의 연구가 초등학생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운동요법을 제공하고 중재의 생리적 효과를 측정한 중재연

구로 획일화되어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논문 중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연구는 극

소수였으며, 순수실험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동비만의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중재의 개발을 위해 대상자와 중

재·평가방법의 다양성 모색 및 연구방법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라 하겠다. 더불어 비만아동 뿐 아니라 정상아동 및 비만 고위험군 아

동을 대상으로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고 비만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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