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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비만은 이

후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건강문

제로 인식되고 있다[1]. 우리나라도 비만 아동 인구가 초등학생은 

8.9%, 중학교는 13.5%, 고등학교는 18.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

만율이 더 증가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비만군은 2010

년 11.7%에서 2014년 12.9%, 과체중군은 2010년 12.9%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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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childhood obesity using photovoice from the perspective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in the community. Methods: Six school students, seven parents, and seven school teachers completed an 

assignment requiring them to take 24 pictures and participate in group discussions. After training session,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ke pictures associated with food and physical activity environments related to childhood obesity at home, school, and within their com-

munities for two weeks and to submit the pictures with records. Each group had four sessions for discussion. Results: School cafeteria, 

convenience stores near schools, instant food and fast food joints, food delivery, and high-calorie snacks comprised the food environ-

mental factors. Lack of physical activity classes at school, commuting by car, barriers to physical activity, and use of smart-phone were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hibited physical activity. Conclusion: To reduce childhood obesity, the creation of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encouraging the consumption of healthy foods and enhancing physical activity should be considered. Modifications of and improve-

ment to the obesogenic environment might be a good strategy to prevent and reduce childhood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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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2]. 아동 비만의 

증가율은 성인보다 더 커서 아동비만 현황과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만은 신체활동의 감소와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기인하는

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과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행위 

중심의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행
위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였

다[3-5]. 이에 따라 아동의 식습관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들 

가운데 가정과 학교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비만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과 이

를 장려하는 정책과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6,7]. 우리나라

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전략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식

습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 비만

의 예방을 위한 중재전략으로 가정과 학교의 환경적 변화를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s의 연구[8]에서 시작되어 현실 문제

의 당사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사진으로 찍고 사진

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이다[9,10]. 아동 비만의 환경적 요인의 탐색적 연구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

경적 요인을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

다.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하고, 비
만의 원인을 함께 논의하여 관련 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만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시 관계자들과의 협동과 지속적인 

지원 등이 매우 중요한데[11], 포토보이스의 활용을 통해 비만에 대

한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킴으로

써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지원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적용하여 아동의 식습관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들 가운데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아동 비만과 관련한 환경적 요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아동 비만

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대상자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 비만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대상자

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은 향후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다차원

적 접근전략을 포함하여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걷

기의 의미와 걷기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12], 국외에서는 신체활동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키는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13], 캐나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촉진 및 방

해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14], 농촌 지역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신체활동의 방해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15] 등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걷기 영향 요인으로 보행 도로 환경, 보행환경의 재

미, 분위기, 동행인 여부, 교통문화 등이 제시되었고[12], 신체활동 

방해요인으로 대중교통[13,15], 안전[13,15], 인프라[13], 부모의 제한

과 일[15] 등이 제시되었으며, 촉진요인으로는 실내외 신체활동 시설

[13], 사회적 지지[13], 신체활동에 조기 노출[14] 등이 포함되었다. 

동료의 관심이나 가족의 지지나 경쟁심 등은 신체활동 촉진 요인이

기도 하고 방해요인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아동 비

만과 관련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요인으로 신체활동 환경 

뿐만 아니라 식품환경까지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비만과 

관련하여 식행동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비만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일정과 활

동 시간 및 장소,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 혜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링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교육청 협조로 각급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여 참여자 모집에 대하여 홍

보하였다. 고등학생 8명, 학부모 13명, 교사 7명을 모집하였으며, 연
구 도중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를 중단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 고등

학생 6명, 학부모 7명, 교사 7명 등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참여자 교육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영국의 “Photovoice” 기관에서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포토보이스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포토보이스 매뉴얼과 관련 문헌을 참고

하여 본 연구의 포토보이스 진행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관
련 자료를 준비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기간과 참여자의 

역할, 연구 도중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를 완료하였을 때 받

을 혜택에 대해 설명한 후 토론과정에 대한 녹음과 개인정보 활용 

및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목적과 내용, 아동 

비만에 대한 이해와 포토보이스 진행과정은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사진촬영기법은 지역사회 내 전문사진작가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사진 촬영 주제, 사진 촬영 시 윤리적 문제, 카메라 작동법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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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세 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였다. 

3. 사진촬영 및 제출

사진 촬영 주제는 1) 비만하게 만드는 식품환경, 2) 건강한 식생활

을 지원하는 환경, 3) 비만하게 만드는 신체활동 환경, 4) 건강한 신

체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등 네 가지로 각 주제에 대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2장씩, 총 24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기록지와 함

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 훈련 후 약 2주 동안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으며, 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

낸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사진

은 칼라로 인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범주화하여 토론에 이

용하였다.

4. 주제별 그룹 토의 

참여자들이 제출한 사진을 가지고 학생그룹과 학부모, 교사 그룹

으로 나누어 그룹별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룹별로 2회씩 토론모임을 

가졌는데, 각각의 모임을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의 두 세션으로 나

누어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제

별 토론에서는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요인, 학교 환경요

인, 지역사회 환경요인 등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토론을 진행하였

고, 주제별 토론 후에 종합토론을 하였다. 각 세션별로 1시간 30분씩 

토의를 진행하였다. 주제별 그룹토의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제

출한 사진 중에서 아동 비만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진

을 뽑도록 하였고, 그룹 토의를 진행하면서 이용한 질문은 1) 이 사

진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 2)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습니까? 또는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야기) 3) 이 사진은 아동비만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

니까? 4) 왜 이런 문제 혹은 강점이 생길까요? 5) 이와 관련하여 무

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이다.

5. 종합토론 및 아동비만 관련 환경 요인 도출

주제별 토론을 마친 후에 각자 촬영한 사진을 모두 벽면에 부착하

여 전시하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 가운데 아동을 비만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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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Students 

Gender Age Exercise class in school/week Cafeteria in school

Male 17 2 hours O

Female 18 1 hour O

Male 17 2 hours O

Female 18 1 hour O

Female 18 1 hour O

Male 16 3 hours X

Parents

Gender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Female 43 University 2

Female 50 University 1

Female 36 Graduate school 2

Female 43 Graduate school 2

Female 49 Graduate school 1

Female 35 University 2

Female 52 University 1

Teachers

Gender Age School type Size of school (classes) Career (years)

Female 31 High 19~24 <5

Female 36 Elementary >37 <5 

Female 30 Elementary <18 5~10

Female 30 Elementary <18 5~10

Female 30 High 31~36 <5 

Female 36 Middle 25~30 10~15

Female 42 High <18 10~15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을 잘 나타낸 사진을 다섯 장씩 선정하도록 하

였다. 이는 각자 촬영한 사진이 24장임을 고려하여 약 1/5에 해당하

는 비율로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였다. 선정한 사진에 대해 제목과 환

경요인을 쓰도록 한 다음, 각자 선택한 5장의 사진을 커다란 칠판에 

모두 붙인 후 참여자들이 다같이 전시된 사진을 살펴보고, 서로 관

련 있는 요인을 묶어 범주화하도록 하였다.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인 

사진을 보고, 해당 사진의 범주에 대한 내용을 명명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아동 비만과 관련된 환경 요인의 범주

화 명명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진을 분류하여 해당 범주에 대한 명명

화를 한 후, 참여자들에게 범주화 수를 고려하여 그룹에 따라 5장~ 

7장의 스티커를 나누어준 후, 아동비만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그룹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비만과 관련한 환경 요인을 가정, 학교, 지역

사회로 구분하여 주제별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을 통해 각 그룹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아동 비만 관련 환경 요인을 범주화하여 명명하

Table 2. Factors Related with Adolescents Obesity

Categories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Teachers

School environments -  School exercise programs to enjoy  

activities

-  Good school facilities to encourage 

exercising

-  Unfriendly walking  roads for students 

to go to school 

-  School cafeterias or stores causing 

students to become obese 

-  Vending machines  that tempt 

students to buy a drink every break

- Short breaks for school meals 

-  Lack of physical   activity classes at 

school 

- Early school hours 

-  School programs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ies (walking, exercise)

- School garden

-  Barriers preventing physical activities 

around school

-  Many convenience stores near  

schools 

- Lack of healthy snacks (in school)

- School cafeteria

-  Adulterated food (junk food, 

unsanitary food)

- High calorie  snacks 

- Cheap foods that are easy to share 

- Short break time for school meals 

Community 

   environments

-  Commuting by car even though the 

distance is short  

- Neglected exercise facilities

-  Convenience stores open all  24 hours  

instant foods; easy and convenient  

-  Attracting cusotrmers to buy displayed 

food

-  Burden of preparing for an entrance 

examination for a university resulting 

in ignoring meal times 

-  Excessive use of cars (reducing 

activities)

- Uncomfortable public transportation

- Dangerous walking environments 

-  Marketing strategies of convenience 

stores (one plus one etc.)

- Increasing dessert cafes 

-  The rapid increase of delicious  

restaurants causing frequent eating 

out 

-  Busy schedules from school to private 

institutes (snacking on junk foods)

- Frequent meetings 

-  Social trends more concerned with 

foods and cooking 

-  Advertisement to enhance obesity 

awareness 

- Excessive use of cars

- Uncomfortable public transportation 

- Unfriendly walking roads 

-  Environments preventing physical 

activities 

- Environments supporting exercises 

- Convenience stores

- Fast food joints

- Marketing foods in large packages    

- Many beverage options 

- Many delicious restaurant options

- Excessive study hours

- Lack of sleep

Home

   environments

-  Food delivery at any time and any 

place

- High-calorie snacks   

- Food delivery

-  Instant food options and busy  

mothers

- Smartphones 

- Food delivery or take-out

- Late dinner time

-  Korean culture to encourages eating a 

lot of food 

-  Smartphones preventing physical 

activities

-  Environments preventing people from 

focusing on eating

257

www.jkan.or.kr

아동 비만의 환경 요인

https://doi.org/10.4040/jkan.2019.49.3.254



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진행함으로

써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JJNU-IRB-2017-002-002).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를 진행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절차 및 참여 기

간,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고 연구 참여

자용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

한 연구 종료 후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진촬영보고서, 그룹

토의, 인터뷰와 관련 내용 검토를 모두 마친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

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포토보이스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으로, 학생(n=6), 학부모(n=7), 
교사(n=7)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었으며, 1학년 1명, 2학

년 2명, 3학년 3명이었다. 학생들의 부모님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매점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명이었고, 학교

에서 체육시간은 주당 1시간이 3명, 2시간이 2명, 3시간이 1명이었

다.

학부모의 경우 7명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0대 2명, 40대 3명, 
50대가 2명이었다. 5명은 대학졸업자였고, 2명은 석사학위소지자였

으며, 자녀의 수가 1명인 사람은 3명, 2명인 사람은 4명이었다. 

교사의 경우, 참여자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0대가 6명, 40대

가 1명이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3명,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가 3명이었다. 경력은 5년 미만이 3명, 5~10년이 2명, 10~15년 경력

인 사람이 2명이었다. 

2.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요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룹별로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정, 학
교, 지역사회 환경요인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학생의 경우, 살찌게 만드는 학교 매점, 쉬는 시간마다 유혹하는 

자판기, 촉박한 급식시간, 너무 이른 등교시간 등이 식습관에 영향

을 주는 학교 환경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족한 체육시간과 밥 먹을 시

간도 아까운 입시 준비가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학교 환경으로 꼽힌 

반면,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좋은 학교시설, 운동하고 싶게 만드는 학

교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학교 환경으로 나타났다. 포토

보이스 진행 시 이용한 사진과 토론 내용 가운데 살찌게 만드는 학

교 매점과 관련한 사진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이 사진을 찍어온 

학생은 학교 매점을 “빵과 쿠키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파는 곳

으로, 아침을 못 먹고 온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길게 줄지어 이용

하고, 친구들과 정말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쉽고 간

편한 즉석식품, 언제 어디서나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 이
용하기 좋은 24시간 편의점, 나를 유혹하는 식품 진열 등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사회 식품 환경요인들이었고, 걷기 힘든 등굣길과 

방치된 운동시설은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이었다. 

고열량 간식과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습관 등은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요인 가운

데 아동비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쉽고 간편한 즉석식

품, 살찌게 만드는 학교 매점, 언제 어디서나 배달음식, 이용하기 좋

은 24시 편의점, 고열량 간식 등의 식품환경과 부족한 체육시간과 

가까운 거리도 차를 이용하는 문화 등이 선정되었다(Figure 2). 

학부모의 경우,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학교 

주변의 수많은 편의점을 들었고, 배달음식, 편의점의 마케팅 전략, 
맛집이 많아짐으로 인한 잦은 외식, 디저트 카페 등의 증가 등이 아

동 비만과 관련된 지역사회 식품환경이었고, 스마트 기기의 점령, 위
험한 보행환경, 불편한 대중 교통 등은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지역사

회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학원으로 바쁜 스케줄과 맞벌이로 

바쁜 엄마, 잦은 모임과 지나친 자가용 이용으로 걷기실천이 부족한 

점 등이 가정 환경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요인들 가운데 학교 주변

의 수많은 편의점, 학교-학원으로 바쁜 스케줄, 즉석냉동식품/바쁜 

엄마, 맛집 폭발로 인한 잦은 외식, 배달음식 등이 아동 비만에 영향

을 주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Figure 1. School store: an example photo of this study.

258

www.jkan.or.kr

박은옥 · 이효영

https://doi.org/10.4040/jkan.2019.49.3.254



교사는 교내 매점과 빨리 먹어야 하는 학교 급식과 과도한 학업 

등이 아동 비만과 관련된 학교 환경으로 제시하였고,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배달 및 포장 음식, 널린 맛집, 음료수를 쉽게 구매하고 마실 

수 있는 식품환경과 신체활동을 하기 힘든 환경, 신체활동을 방해하

는 스마트 기기, 걷기 힘든 길 등을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늦은 식사시간과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문화, 편하게 제공하는 간식과 과도한 자가용 이용,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 등은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손쉬운 배달/포장음식, 신체활동을 하

기 힘든 환경,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스마트 기기 등이 주요 요인으

로 선정되었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에서 아동 비만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학교매점과 편의점, 즉석식품과 패

스트푸드, 배달음식, 고열량 간식과 같은 식품환경과 부족한 체육시

간, 자가용 이용 문화, 신체활동을 하기 힘든 환경과 스마트 기기 등 

신체활동환경이었다. 

즉석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청소년의 비만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16], 학교 매점과 편의점, 급식 시간 등은 아

동 비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학교 식품환경, 
즉 학생이 언제 어디서 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학생의 음식섭취 양상에 영향

을 미치므로[17],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식품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015년 뉴질랜드 학교 주변 패

스트푸드, 포장음식점, 편의점에 대한 공간 분석을 한 연구에서 도시

지역 학교의 68.5%, 농촌지역 학교의 14.0%가 학교 주변 800 m 반

경 이내에 편의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도시지역 학교의 62.0%, 
농촌지역 학교의 9.5%가 학교 주변 800 m 반경 이내에 패스트푸드 

가게 또는 포장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상당수가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건강

하지 못한 음식에 접근할 수 편의점, 패스트푸드 가게 등이 있었으

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최

근 편의점 수가 급증하고,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 곳곳에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환경을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학교의 비만 관련 정책이 학생들의 행동과 체중에 영향

을 주었는가를 평가한 연구에서 학교에서 과일/야채의 가용성은 학

생들의 과일/야채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탄산음료의 가용성은 탄산

음료 섭취 정도를 증가시키며, 건강하지 못한 간식과 음료의 가용성

은 체질량지수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19]. 우리나라에서는 교

내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와 고열량 저영양 간식 판매를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50%의 학교에서 여전히 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교내매점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건강한 식품판매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대

안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20]. 반면, Rosettie 등[21]은 최근 연구

에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공급, 가당 음료의 제한 등 아동의 식이

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과일, 야채 

공급은 아동의 일일 과일 섭취량을 25.0% 정도 증가시켰으나 야채 

섭취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적었고, 가당음료의 섭취는 26.5% 감소

시켰으며, Body mass index (BMI)는 0.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Figure 2. The part of results: categorizing and naming on environmental factors on child obesity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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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학교식품

환경 정책이 아동의 식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22]에

서도 과일과 야채를 직접 제공하는 정책은 과일, 야채 섭취를 0.28 

servings/d 증가시켰으며, 다른 음식과 음료의 제공은 가당음료 섭취

를 0.18 servings/d 감소시켰고, 건강하지 않은 간식 섭취를 0.17 

servings/d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표준 급식 정책은 과일 

섭취를 증가시키고, 지방섭취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학교 기반 아

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또 다른 연구[23]에서

는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교육을 하고, 태도 변화, 행위 모니터링, 환
경 개선, 학부모 참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중재를 1년 이상 시행하였

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아동 비만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식품환경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식

품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하고 표준화된 도구는 실무와 정

책을 변화시키는데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24], 향후 

우리나라 아동 비만 식품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포토보이스 종합토론에서 부족한 체육시간은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학업 풍토와 대학교 입

학시험의 부담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을 줄이거나 실제 체육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증가시키

고 있다. 그러나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25] 학업을 이유로 체육

시간이나 체육활동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학

교는 체육시간에는 신체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고, 교과 

외 활동으로 신체활동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걸어서 등교하기나 등교 시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기, 중간 

쉬는 시간에 신체활동하기,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

동 지원하기 등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

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하기 힘든 환경이 아동 비만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운동기

구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가 성인의 신체활동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된 바 있다[26]. 특히 학생의 경우, 지역사

회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등의 환경이 학생들의 신

체활동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스마트 기기를 아동 비만 환경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비만 환경요인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 폰은 비만과 관련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만 관리를 도와

주는 기기로 활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TV를 하루 5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가당 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비만 위험이 1.78배 

높았으며, 스마트 폰을 비롯한 태블릿,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을 포

함한 기기를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가당 음료 섭취가 1.98배, 
신체활동 부족이 1.94배, 부적절한 수면이 1.79배나 높다고 보고되

었다[27]. 한편, 스마트 폰을 비만관리를 위한 중재수단으로 활용하

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눔 코치 앱을 이용하여 체중감량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77.9%가 해당 앱을 사용하는 동안 체중이 감소

하였고, 저녁 식사를 자주 기록한 경우 체중 감량에 성공할 가능성

이 10.69배가 높다고 하였다[2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앱, 
웹 사이트, 식사 일기군으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군이 6개월 후까지 연구에 지속 참여하는 비율이 93%

로 웹 사이트 이용군(55%)이나 식사일기군(53%)보다 월등히 높았

고, 식사일기를 기록한 날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군이 평균 92일

로 웹사이트 이용군(35일), 자가관리군(29일)보다 더 많았으며, 스
마트폰 앱 이용군은 체중이 4.6 kg 감량하여 식사일기군의 2.9 kg, 
웹 사이트 이용군의 1.3 kg보다 더 많았다[29]. 이러한 연구는 스마

트폰 사용이 비만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비만 관

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참

여자 중에도 스마트 폰을 근력강화운동 등 신체활동 증진에 활용하

고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 폰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

는가가 중요하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동영상 정보 등을 공유한다면 아동 비만

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향후 아동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폰을 다양한 방식

으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아동 비만의 환경적 위험요인은 아동 비만을 예방하는 장소 기반 

접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한다. 아동 비만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

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중재는 건강한 식생활 지침, 체육교육의 강

화, 추가적인 신체활동의 기회 제공, 영양 및 운동에 대한 교육 등이

었다[30].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음식의 접근성은 

높이고,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접근은 감소시키는 물리적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31,32].

본 연구는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아동 비만 문

제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시각에서 아

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참여자들이 연구결과

를 함께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비만 관련 

요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과 건강행위가 아동 비만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가를 탐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신체활동이나 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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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

경이 아동 비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또한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 프로그램 개발 시 환경적 변화가 필요하

고, 아동 비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탐색적 연구로서 이론적 뒷받

침이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환경적 요인이 어느 정도 비만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만 관련 환

경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환경평가도

구를 이용하여 환경적 요인과 아동 비만 간의 연관성을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아동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탐색

적 연구이나 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만 포함되었다는 제한점이 있

다. 초등학생은 연구진행과정에서 대부분 참여 중단 의사를 밝혀 종

합토론을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중학생의 경우도 일부가 중도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종합토론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

는 제외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다른 학교 환경에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환경요인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연구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과 보다 

쉽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 비만과 관련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

인을 탐색한 결과, 학교매점과 편의점, 즉석식품과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고열량 간식과 같은 식품환경과 부족한 체육시간, 자가용 이용 

문화, 신체활동을 하기 힘든 환경과 스마트 기기 등이 관련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비만을 예방하는 지원

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비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아동 비만과 관련된 환경요인을 포

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환경요

인과 아동 비만과의 관련성 정도를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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