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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기 비만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정서

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비만은 예방이 

가능한 건강 문제이며, 치료보다는 예방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아동 

비만예방 중재는 생활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령기 이전의 어린 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령전

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

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행동, 개인 및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

는다는 사회인지이론의 상호결정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을 적용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은 식이섭취,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4 주 동안 총 8 회의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실 안 강의 및 활동, 교실 밖 신체활동, 요

리수업 및 마트실습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중재전략으로 사용되었으며, 

부모참여 중진을 위해 부모대상 뉴스레터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

는 주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사

용하여,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및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설탕첨가 음료 및 과일과 채소 섭취 횟수, 주중과 주말 바깥놀이 활동 

시간 및 스크린 타임 그리고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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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며, 실험군 33 명, 대조군 39 명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으로 기술 통계 분석, χ2-test, Fisher '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이 향상되었고

(p< .001), 주중 바깥놀이 활동 시간 (p= .033) 및 주말 바깥놀이 활동 

시간이 증가하였으며(p= .008), 주중 스크린 타임이 감소하였다

(p= .044). 그러나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설탕첨가 음료 및 과일

과 채소 섭취 횟수 그리고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 자기

효능감 개선에는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로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및 신체활동과 스

크린타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중재로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국내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이론과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을 적용하여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

가한 최초의 비만예방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아동 비만, 비만예방 중재,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크린 타임 

학  번: 2013-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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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은(De Onis, Blossner, & 

Borghi, 2010),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들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

(WHO, 2012).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 5~17 세 남아 중 과체중과 비만

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3%보다 높아 (OECD, 

2014)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 비만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

적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Graversen et al., 2014). 

이와 같이 심각한 건강문제인 비만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동기 초기부터 비만예방을 위한 여러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De Bourdeaudhuij et al., 2015; 

Gibson et al., 2012).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만이거나 과체

중 이상인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의 체중감량 연구들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성경숙, 윤영미, & 김은주, 2013), 비만예방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Kim, Sung, & Yoo, 2016). 

그 동안 아동 비만예방 중재는 주로 비만 발생의 후천적 원인으로 알

려진 식생활 또는 신체활동 행동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며, 식생

활과 신체활동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Summerbell et al., 2012). 이러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행

동 개선 중재는 생활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령기 이전의 어린 아동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ockenberry, Wilson, & 

Rodgers, 2016). 만 3~6 세에 해당하는 학령전기 아동은 신체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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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 발달로 학습이 가능한 연령이므로(Wadsworth, 1996), 유치원 

일과 중에 그룹 단위로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과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지방증 

반등(adiposity rebound)이 나타나는 시기여서 비만이나 과체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Taylor, Grant, Goulding, & Williams, 2005), 비만

예방을 위한 조기중재의 적기가 될 수 있다(주현옥 & 박창기, 2011).  

무엇보다도 비만예방을 위한 아동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관련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동

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요구된다(Bandura, 1986). 그리고 건강 관련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건강증진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인식도 함께 향상되어

야 한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또한 학령전기 아동의 건

강행동은 아동 본인의 의지와 동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개선 효과가 

크므로(Hesketh & Campbell, 2010; Skouteris et al., 2011; Ward et 

al., 2017), 부모 참여를 프로그램의 중재 전략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Summerbell et al., 2012).  

한편, 틀에 박힌 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아동 건강행동 중재에 효과적이

지 않으므로 아동 비만예방행동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시행되어야 한다(Coleman et al., 

2010).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한 아동 비만예방 연구에서도 중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행한 바 있다(De 

Henauw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령전기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만예

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일과 중에 적용하여 아동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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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측면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령전기 아동

의 비만예방 중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

구 결과는 추후 진행될 아동 비만예방 중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 유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

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이 아동의 비만예방

행동 관련 지식,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크

린 타임과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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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은 비만 발생

의 후천적 요인으로 알려진 식생활과 신체활동(Reilly et al., 2005) 개

선을 위해 본 연구자가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해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진행

되는 학령전기 아동 대상 교육과 활동들, 부모 대상 뉴스레터 제공 그리

고 아동과 부모가 함께 수행하는 주말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2)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행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은 건강한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근거해 연구자가 개발

한 16 개의 문항에 아동이 응답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비

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건강 인식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 정도를 의미한다(조형

숙 & 유은영, 2011). 본 연구에서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은 아동

이 비만예방행동을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조형숙과 유은영(2011)이 국내 학령전기 아

동을 대상으로 사용한 검사 도구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의 목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각각 측정한 점수이다. 각 문항에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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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그 문항에 해당하는 비만예방행동이 건

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는 설탕첨가 음료 섭취

는 줄이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늘이는 식품 섭취 빈도 변화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식품 섭취 빈도는 Children’s Eating Habits 

Questionnaire-Food Frequency Questionnaire(De Bourdeaudhuij et 

al., 2015)에 부모가 응답한 것을 주간섭취 점수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설탕첨가 음료 섭취점수는 낮고, 과일과 채소 섭취점수가 높을수록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섭취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골격근 수축으로 발생하는 몸의 

움직임을 말하며, 어떤 계획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

어나는 모든 신체 움직임을 말한다(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본 연구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은 아동이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서 바깥에서 노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아동이 바깥에서 활발하게 논 시간을 부모 보고로 

조사한다. 바깥놀이 활동시간이 많을수록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이 

증가한 한 것을 의미한다. 

 

6) 비만예방을 위한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은 TV, 컴퓨터, 비디오, 전자 오락기, 휴대

용 게임기기, 모바일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

이며, 이러한 행동들은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들이다(Buc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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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6). 본 연구의 스크린 타임은 아동이 TV 를 시청하는 것과 

컴퓨터 또는 모바일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의미하

며, 부모의 보고로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다. 비만예방을 위한 스

크린 타임은 TV 시청 시간과 컴퓨터나 모바일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거

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7)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고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느끼는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그리고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자녀가 

이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부모의 자신감을 말한다(Bohman, 

Ghaderi, & Rasmussen, 2013). 본 연구에서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

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Bohma 등(Bohman, Rasmussen, & 

Ghaderi, 2016)이 개발한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and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PDAP)을 번

역한 도구에 부모가 응답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비

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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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의 특성 및 

전략을 알아보고, 중재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

고 아동의 행동변화를 위한 사회인지이론 적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1.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 중재의 특성과 전략들 

 

국내 아동 비만 관련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보다는 현재 비만인 아동의 체중감량을 목표로 시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성경숙 등, 2013).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행동에 관한 

연구들도 외국과 비교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비만예방을 위해 식이와 신

체활동을 통합하여 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그 수가 더 적다. 더욱이 취학 

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비만예방 중재를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조기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학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중재 연구들을 활발

히 진행하고 있다(Waters et al., 2011). 외국의 Care center 나 유치원

에서 시행된 비만예방 중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수의 기관과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으며, 아동과 부모의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과 환경적인 요인들의 개선까지 

포함되어 있다(Bellows et al., 2013). 유럽의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Dietary and lifestyle induced health EFfects In 

Children and InfantS (IDEFISC) study 와 ToyBox study, 미국의 저

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Hip Hop Health to Junior 연구

가 대표적인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 중재 연구들이다. IDEF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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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의 주요 중재 영역은 식이, 신체활동, 스트레스와 적응 및 휴식이

었으며, 지역사회, 유치원과 학교, 가정, 개인 수준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De Henauw et al., 2011). 모든 프로그

램의 내용 및 적용 방식은 연구팀의 중앙에서 개발하고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ToyBox study 에서는 어린 아동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과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었고(Van 

Stralen et al., 2012) 이 연령대의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행동이론과 교육전략을 분석 하였으며(Nixon et al., 2012), 

유치원 기반 건강증진 활동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책, 그리고 

법규를 확인하였다(Nethe et al., 2012).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유럽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유치원 기반의 가족 참여 비만예방행동개

선 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하였다(Manios, et al., 2014). 

그리고 Hip-Hop to Health Junior 프로그램은 미국의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3~5 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증진시키

기 위해 시행된 비만예방 중재이다(Fitzgibbon et al., 2006). 이 프로그

램은 교실 수업, 신체활동 세션, 그리고 부모용 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는 식생활 

개선을 또는 신체활동 증진만을 목표로 삼기도 했지만,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좌식행동은 감소시키는 것을 통합하여 목표로 삼

은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tzgibbon et al., 2013; 

Natale et al., 2013; Puder et al., 2011; Yin et al., 2012). 그리고 프로

그램의 비만예방 효과는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통합하여 중재를 적용한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Hesketh & Campb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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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장소는 가정이나(Haines et al., 2013) 지역사회 센터에서 시행된 

연구들도 있었지만(Slusser et al., 2012), 대부분 유치원이나 Care 

center 에서 진행되었다. 

중재기간은 짧게는 8 일에서 길게는 3 년까지 지속되었고, 평균적으로 

4~6 개월 이었다(Ward et al., 2017). 그러나 기간에 대해서는 6 개월 

또는 1 년 이상의 장기적 중재가 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Kamath et al., 2008), 16 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고빈도, 고강도로 

중재가 적용될 경우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었다

(Sbruzzi et al., 2013). 중재횟수와 시간은 보통 주당 2 시간 또는 그 

이하였고(Nixon et al., 2012), 주당 45 분씩 3 회의 중재를 14 주 동안 

집중적으로 제공한 연구도 있었다(Fitzgibbon et al., 2006).  

중재전달자는 유치원 교사가 56%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가 

14%, 연구팀이 12%, 유치원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경우가 

12%, 연구팀, 유치원 교사, 외부 전문가, 부모가 다 함께 진행한 연구는 

7%였다(Ward et al., 2017). 유치원에서 비만예방 중재가 일과 중에 진

행될 경우 아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교사에 

의해 중재를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교

사는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로 프로그램 중재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

는 업무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Fitzgibbon et al., 2011). 

그런데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연구에서 가장 강

조하는 부분은 가족 중심의 부모 참여이며 가족 중심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Skouteris et al., 2011). 즉 부모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

거나 부모를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부모가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

동 행동의 긍정적 롤모델이 되고 가정 환경을 개선시켜야 효과적인 중재

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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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된 부모교육 방법은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레터 형태의 정보지뿐만 아니

라 비디오를 제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고(De 

Bourdeaudhuij et al., 2015), 국내 연구에서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Kim, Park, Park, Lee, & Ham, 2016). 이러한 정보 

제공 방법을 통해 자녀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대한 방해물을 제

거하고,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부모의 능력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하였다(Haerens et al., 2009).  

또는 아동의 과제에 부모와 가족을 함께 참여시키는 전략도 이용되었

다(Haerens et al., 2009). 매주 부모에게 뉴스레터를 보내고 과제를 내

주어 교육 내용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고(Fitzgibbon et al., 2005; Fitzgibbon et al., 2006), 

과제를 완성해서 유치원으로 보내주면 답례로 5 달러를 부모에게 제공하

는 인센티브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였다(Fitzgibbon et al., 2011). 또한 

유치원에서 부모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직접적인 부모교육을 중재에 포

함시킨 연구도 있다(Manios, Moschandreas, Hatzis, & Kafatos, 2002). 

그리고 자녀의 비만예방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전략이 사용되었다(Harvey‐Berino & Rourke, 2003; Shelton et 

al., 2007).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한 행

동을 하도록 만드는 부모의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Bohman et al., 

2013).  

유치원에서 실시된 중재 방식을 살펴보면, 유치원 일과 중에 수업과 

운동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진행하고, 방과후 아동의 좌식행동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로 사용되었다(Eliakim, Nemet, 

Balakirski, & Epstein, 2007). 유치원 교실 안 수업은 아동에게 행동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12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한 행동수행력, 결과기대, 그리고 자기효

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또한 아동은 양방향적 수업

(interactive session)에 참여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웠는데, 음식 준비와 요리 방법을 배우기 위한 요리실습이 아동과 부

모의 건강한 식생활 기술 증진을 위해 이용되었다(Adams, Zask, & 

Dietrich, 2009; Hu et al., 2010).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행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에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도록 격려하기,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이기, 설탕첨가 음

료 섭취는 줄이고 대신 물을 많이 마시기, 건강한 간식 선택해서 먹기, 

아동을 직접 음식 준비에 참여시키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TV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 등이 있었다(Matusik & Malecka-Tendera, 2011; 

Summerbell et al., 2012). 그리고 부모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모에게 아

동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맞춤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아동에게

는 식생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방향적인 게임과 학습

을 제공하였다(Sisson, Krampe, Anundson, & Castle, 2016). 

좌식행동은 줄이고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는 하루에 1~2 시

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도록 할 것, 재미있는 놀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구체적인 신체활동 도구들을 제공할 것, TV 보는 시간을 하

루에 1 시간 미만으로 줄일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Sisson et al., 2016; 

Summerbell et al., 2012). 그리고 유치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

행할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쟁적이지 않아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 비만예

방 중재연구는 아동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좌식행동 개선을 목표로 유치

원 일과 중에 주로 시행되고 있었다. 중재 기간과 회수는 다양하였는데, 

대략 4~6 개월, 주 2 시간의 중재를 훈련된 유치원 교사가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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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성공적인 중재 전략들로 우선 부모 참

여를 강조하였고, 유치원 교실 강의를 통해 건강과 행동과의 관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지식과 인식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신체활동 

시간을 증가시키고 운동기술 향상을 위해 신체활동 시간을 유치원 일과 

중에 따로 마련하였으며, 아동의 기술 습득을 위해 요리실습과 같은 양

방향의 수업 방식이 이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 대상의 건강 프로그램은 정형화된 하나의 중재법으로 고착될 수

는 없으며, 아동의 연령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외국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의 특성과 효

과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유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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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 중재의 효과 측정방법 

 

아동 비만예방 중재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

다. 비만예방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은 체중과 같

은 신체 계측치의 변화, 식생활과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과 같은 건강행

동의 변화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측정하였다.  

아동 비만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신체 계측 변수는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피부 두겹 두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체질량지수는 직접 측정한 

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계산한 값을 이용하였고, 중재 적용 후 단

기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1 년 또는 2 년 이상 코호트 연구로 진행한 

경우에 대조군과 차이를 보였다(Fitzgibbon et al., 2005; Fitzgibbon et 

al., 2006). 기존의 비만예방 중재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의미 있는 체질

량지수의 변화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중재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Ward et al., 2017). 체질량지수의 감소는 비만 치료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비만예방을 위한 중재의 효과를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 

계측의 변화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체중,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계측치의 

변화와 함께 아동의 식생활, 신체활동 수준, 좌식생활 습관, 수면과 같은 

행동적 측면의 변화를 함께 측정하였다(Bammann et al., 2006; 

Mouratidou et al., 2012).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건강 지식, 건강에 대

한 부모의 태도, 부모의 지지와 롤모델링, 부모의 양육방식 등과 같은 

아동 행동변화의 주요 결정 요인들도 함께 조사하였다(Danielzik, Pust, 

& Müller, 2007; Kriemler et al., 2010).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식생활

은 부모에 의한 24 시간 식사 다이어리 작성법과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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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교사에 의한 식사 관련 행동 관찰법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Mouratidou et al., 2012). 이러한 방법들 중 가정과 유치원에서 아동

이 섭취하는 식품과 음료 섭취 빈도를 부모나 교사 보고로 조사하는 방

법이 가장 많이 이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몇 연구들에서는 유치원 

급식 메뉴와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기도 하였고(Alkon et al., 2014; de 

Silva-Sanigorski et al., 2010), 유치원 교사와 부모의 식생활 관련 변

수들을 측정하기도 하였다(Sharma et al., 2015; Yin et al., 2012).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시 조사 항목으로 과일, 채소, 패스트푸드, 건강하지 않

은 간식, 물, 우유와 주스류, 설탕첨가 음료수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Sisson et al., 2016).  

신체활동은 보행계(pedometer)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이용

한 객관적 측정법과, 아동의 신체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 부모 보고

로 아동의 신체활동 시간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아동의 심박동수, 심

폐기능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Mouratidou, et al., 2012; 

Ward et al., 2017). 아동의 신체활동 시간에 대한 부모 보고는 중재 적

용 직후 조사 시에는 높게 측정되었고, 3~12 개월 후 추적 조사 시에는 

이전보다 낮게 보고되는 경향을 보였다(de Silva-Sanigorski et al., 

2010). 그리고 아동의 좌식생활 행동은 TV 시청 시간, 컴퓨터 게임 시

간, 모바일폰이나 타블릿 PC 로 인터넷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 시간 

등과 같은 스크린 타임이 주로 조사되었다. 학령전기 아동의 스크린 타

임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Hinkley, 

Salmon, Okely, Crawford, & Hesketh, 2012). 학령전기 아동은 주중과 

주말 일상생활 패턴이 확연히 다르게 때문에(Van Cauwenberghe et al., 

2012), 신체활동과 스크린 타임은 주말과 주중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De Bourdeaudhuij et al., 2015; Mouratidou et al., 2012).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측정한 경우에는 신체활동 강도를 단계별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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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재의 효과를 분석하였다(Annesi, Smith, & Tennant, 2013; Bonis 

et al., 2014). 

중재의 효과는 중재가 끝난 후 바로 측정하거나, 또는 중재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3 개월부터 수 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하였다

(Fitzgibbon et al., 2006). 아동 비만예방 중재 효과를 추적 조사할 경

우 결과변수는 측정 시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

다. 그 이유는 아동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하며 변화하고 있기 때문 있

다. TV 시청 시간이나 컴퓨터 게임 시간과 같은 결과 변수는 추적 관찰 

시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대상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다(De Bourdeaudhuij et al., 

2015).  

이와 같이 아동 비만예방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이 이용되고 있지만, 부모 관련 변수는 부모 참여를 중재의 중요한 전략

으로 강조하는 것에 비해 많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동 대상 

비만예방 중재연구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결과의 정

확성뿐만 아니라 측정의 실행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Mouratidou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아동의 비만예방행동으로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크린 타임을 부모의 

보고로 조사하고, 아동 행동변화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아동의 지식과 

인식을 그리고 부모 관련 변수로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17 

3. 사회인지이론과 아동의 건강행동 

 

사회인지이론은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이 개인

적 요인 및 환경적 영향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고 본다(Bandura, 

1986). 즉, 한 개인의 행동은 내부의 힘 또는 외부의 자극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행동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Bandura(1986)는 

이것을 ‘상호결정론’이라고 하였다.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개인

과 환경적 영향의 상호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Sallis, 

Owen, & Fisher, 2015). 따라서 사회인지이론은 건강 관련 행동의 사

회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

시해주어, 건강교육 및 건강행동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Glanz 

et al., 2008). 

그리고 사회인지이론에는 아동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

그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Cole, 

Waldrop, D’Auria, & Garner, 2006; 이경애, 2011). 이러한 요소들에는 

행동수행력,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 자기효능감, 관찰학습, 모델링, 강화, 

환경 등이 있다. 

아동이 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과 기술의 습

득이 필요한데,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이것을 행동수행력(behavioral 

capability)이라고 하였다(Bandura, 1986). 행동수행력은‘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훈련 정도, 지식 수준, 학습의 형태 등에 따라 달

라진다(Bandura, 2004). 그리고 행동결과에 부여하는 가치(outcome 

expectancies)는 개인이 특정 행동의 결과에 부여하는 값 또는 중요도

이다(Bandura, 1986). 행동결과에 부여하는 가치는 아동의 지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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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Nixon 

et al., 2012). 한편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그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개인의 자신감 정도를 가리키며, 가

장 중요한 행동변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2004). Bandura 가 

이 개념을 도입한 이후 자기효능감이 건강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입

증하였고(Strecher, McEvoy DeVellis, Becker, & Rosenstock, 1986),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건강행위 변화에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연

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행동변화에 유용한 요소들 중 하나인 관찰학습은 모델링의 기

본 개념으로 모델이 되는 인물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인데, 타인의 행동

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리적 조건형성

을 통해 이루어진다(Bandura, 1986). 그리고 강화(reinforcement)는 

행동수행 후에 일어나며 행동의 강도와 발생빈도를 증가시켜 행동의 지

속가능성을 높여준다. 아동에게 부모는 영향력이 큰 롤모델이며, 부모의 

칭찬은 긍정적 강화로서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Davis-Kean, 

2005). 또한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환경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

적 환경으로 구별되는데, 사회적 환경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친

척, 이웃, 친구, 교사, 학교친구 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타인들을 말하

며, 물리적 환경은 날씨, 집의 크기, 특정 음식이나 식재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을 가리킨다(Glanz et al., 2008).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한 행동변화 중재와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사회인지이론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Bagherniya 

et al., 2018; Nixon et al., 2012; Rolling & Hong, 2016).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만 중점을 둔 이론이나 모델은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행동의 

변화를 위한 중재연구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인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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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기반한 학령전기 아동 대상의 비만예방 중재에서 아동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관련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Fitzgibbon et al., 

2006; Knol et al., 2016; Stanley et al., 2016). Rolling 과 Hong 

(2016)이 아동의 건강한 식이행동을 위한 중재에 이용된 사회인지이론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의 구성요소로 아동의 지

식과 기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각된 효용감, 신체상, 자기효능감 등

이 사용되었고, 환경적 요인의 구성요소로는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 정책, 

부모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모델링, 부모나 교사 및 또래로부터의 보

상과 강화, 아동과 부모가 집에서 함께 하는 과제, 또래들과의 토론 등

이 이용되었다. 아동 비만예방 중재에 적용된 사회인지이론의 핵심 행동

변화 전략은 행동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관찰학습을 통한 모델

링 그리고 자기효능감 증가로 정리될 수 있다(Nixon et al., 2012). 

지금까지 고찰한 문헌들의 결과를 요악하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

로 한 비만예방 중재는 주로 식생활과 신체활동 관련 행동개선을 목표로 

유치원 일과 시간을 이용해 중재를 적용했으며, 부모 참여를 포함한 경

우 효과적이었다.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계측 지표는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장시간이 걸리므로, 식생활, 신체활동, 좌식행동, 지식, 자기효능감

과 같은 비만 관련 건강지표들을 포함시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 비만예방 중재에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하면, 

아동 행동의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론에 근거한 다양하고 효

과적인 중재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비만 증가 및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취학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 

개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아동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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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행동 변화와 아동의 지식과 인식 변화 그리고 부모 관련 변수들 중

의 하나인 부모 자기 효능감 변화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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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및 가설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사회인지이론의 개인적 요인, 환경적 영향, 

행동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였다.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

인으로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과 비만예방행동의 중요성도 인식을 선택

하였고, 환경적 영향에는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

효능감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변화시킬 아동의 비만예방행동은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크린타임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전기 아동

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과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이 향상되고,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

섭취, 신체활동, 스크린타임이 개선될 것이며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

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증가될 것이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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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실험군은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한 학령전기 아동이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점수 변화량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점수 변화량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 변화량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변화량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스크린 타임 변화량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실험군 부모와 대조군 부모는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

한 부모 자기효능감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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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중재와 평가를 위한 이론으

로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중재 내용 

및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은 Bartholomew Eldredge, Markham, Kok, 

Ruiter 그리고 Parcel (2016)의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IMP)

을 이용하였다. 

IMP 는 근거 기반의 행동변화 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 

방법은 건강 관리자가 실무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중재방

법, 실행계획 및 평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다. 외국

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사용된 바 

있다(De Craemer et al., 2014; Verbestel et al., 2011). IMP 는 총 6

단계로 구성된다. 

1 단계는 건강문제와 대상자의 요구를 찾아내는 단계이고, 2 단계는 행

동변화 목표를 세우는 단계로, 행동수행 목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목표 구성표(objective matrices)를 작성한다. 3 단계에서는 이

론에 근거한 중재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고, 4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메뉴얼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5~6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Bartholomew Eldredge, 

Markham, Kok, Ruiter, & Parcel, 2016). IMP 를 활용한 본 프로그램

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 및 절차는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1 단계 요구사정 단계에서는 중재 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요구를 파악

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군 유치원 교사들과의 사전면담과 문헌고찰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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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목표 설정은 중재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

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하고 이를 위한 행동수행 목표들을 세분화시

키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바탕

으로 행동수행 목표를 정하였고, 비만예방 행위 변화의 중요 요인들을 

선택하여 목표 구성표를 작성하였다. 

3 단계는 이론에 근거한 중재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학령

전기 아동의 비만예방 중재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

인 사회인지이론의 구성 요소에 근거해 변화목표 달성을 위한 중재 방법

들과 실제적인 전략들을 선택하였고, 각 변화목표의 달성 정도를 사정하

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4 단계는 앞의 1~3 단계를 거치면서 도출된 목표와 중재 방법, 전략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중재에 이용될 구체적인 자료와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구성표를 작성한 

후 중재 매뉴얼로 이용될 회기 별 수업계획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수

업계획안을 바탕으로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을 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와 부모교육 자료인 뉴스레터를 작성하였고, 주말과제를 선정하였다. 

5 단계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및 실행 단계이다. 프로그램 중재 

전달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본 연구자와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맡

을 전문 유아체육교사 1 인으로 하였다. 실험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실험

군과 대조군은 각각 다른 유치원으로 정하였다. 실험군 유치원 원장 및 

부원장 그리고 해당 학급 교사와 사전면담을 거쳐 협조를 구한 후,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적용 일정과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6 단계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설계와 측정

방법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어질 프로그램 효과 평

가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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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applying the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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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행동 증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를 이용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X: Program to promote obesity prevent behaviors for pre-schoolers 

·2 times/week, 60min/session, 4weeks, lectures and activities for pre-schoolers  

·Newsletters for parents and homework of parents-children activities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6 세 학령전기 아동이다. 유

치원 일과 중에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치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

구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

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첫째, 유사한 규모와 형태(만 5 세 2 개 반 이상, 사립 유치원)의 유치

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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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유치원에서 영양교육, 비만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특별한 건강교육 활동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두 개의 사립 유치원이 선정되어 한 곳은 

실험군으로 다른 한 곳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 연령이 만 5~6 세인 아동 

• 본인과 보호자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 설문 응답이 가능한 아동 

 

제외 기준 

•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질병과 사고로 신체활동과 식생활에 제한이 

있는 아동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1. program 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8,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로 설정하였을 때 한 그룹당 26

명씩 총 52 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한 그룹당 28 명 이상

이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 0.8 은 학령전기 아

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체활동 중재들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일반 신체

활동(general physical activity)은 0.44, 중등도에서 고강도 신체활동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은 0.51 로 효과 크기가 중간 

정도 크기로 산출되었고(Gordon, Tucker, Burke, & Carron, 2013), 학

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 중재전략 메타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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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의 효과크기는 0.7~0.8, 식생활 행동수행능

력(diet behavior capability)은 0.89 로 큰 효과 크기가 제시된 선행 연

구를 바탕으로 하였다(Dudley, Cotton, & Peralta, 2015). 본 연구는 유

치원 일과 중에 시행되므로 대상자 탈락률은 10% 미만으로 계산하였다. 

실험군 유치원에서는 만 5 세, 2 개 반 중 한 개 반 33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협조를 얻어 연구 안내문과 아동의 법적 대리인(부모)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가정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전원 동의서를 유치원으

로 회신하여 33 명이 실험군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조군 유치원에서

는 만 5 세, 2 개 반 61 명에게 실험군과 동일하게 연구 안내문과 아동

의 법적 대리인(부모)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가정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들 중 동의서에 서명하여 유치원으로 회신한 45 명이 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군은 8 회기 프로그램 중 2 회 이상 결석한 아동이 없

었으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모두 완성하여 탈락자 없이 33 명 전원

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조군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45 명 

중 6 명이 사후 부모설문을 완성하지 못해 39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였다. 

 

3) 측정도구 

(1) 아동의 일반적 사항과 비만도 분류 기준 

아동의 개월 수, 성별은 부모의 보고를 통해 조사하였다. 아동의 키, 

몸무게는 훈련된 자료수집원이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

였고, 체질량지수(BMI)는 측정된 키와 몸무게로 계산(kg/m2)하여 나온 

값을 이용하였다. 아동의 비만도는 아동의 BMI 를 2017 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참고하여(문진수 등, 2017) 성별, 개월 수에 따라 85 백분위

수 미만은 정상체중 이하, 85 백분위수 이상에서 95 백분위수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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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그리고 BMI 가 25 kg/m2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 부모의 일반적 사항과 비만도 분류 기준 

부모의 일반적 사항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의 보고로 조

사하였다. 조사 내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키, 몸무게, 연령, 학력, 맞

벌이 유무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의 비만도는 부모가 설문지에 직접 기

입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BMI 를 계산(kg/m2)한 후, 그 값을 이용

하여 분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의 기준(WHO, 

2000)에 따라 BMI 가 23 미만은 정상체중 이하, 23~24.9 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3)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은 본 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

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 행동과 관련된 

문항 8 개, 건강한 신체활동에 대한 문항 8 개로 구성하여 총 16 문항으

로 제작하였다. 예비조사 시 아동들이 객관식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

고 어려워하여 문제유형을 다양화시켰다. 그 결과 OX 문제는 12 문항으

로 늘리고 객관식 문제는 2 문항으로 줄였으며,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2

문항 추가하였다. 수정된 16 개 문항은 아동간호학 교수 1 인과 유치원

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교사 1 인 의 검토를 받은 후 본 조사에 사용하

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한 문항씩 질문 내용을 읽어주면 아동이 OX 

문제에는 O 또는 X 표시 스티커를 직접 붙여 답하게 하였고, 객관식 문

제는 아동이 선택한 답에 색연필로 표시를 하거나, 웃는 얼굴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주관식 문제는 직접 답을 쓰길 원하는 아동은 색연필로 

답 칸에 쓰도록 시간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자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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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답을 대신 기입하였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한 경우엔 2 점, 틀리면 

0 점으로 점수화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국내 만 4~5 세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

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정미 & 안지영, 

2015; 손민지 & 김민진, 2016; 조형숙 & 유은영, 2011)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는 유아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신체건강, 영양, 정신건강, 안전영역에 대해 각 5 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5 점 총화평정 척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의 목표 행동인 4 가지 행동들을 아동이 어느 정도 중요하

게 생각하는지를 각각의 행동에 대해 하나의 설문 문항으로 만들어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조사 전에 아동간호학 교수 1 인과 유치원

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교사 1 인의 검토를 받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조사자가 일대일로 각각의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

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5 점, 중요하면 4 점, 보통이면 3 점, 중요

하지 않으면 2 점,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 점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각 문항 별로 아동이 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해당하는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는 Children’s Eating Habits 

Questionnaire-Food Frequency Questionnaire (CEHQ-FFQ)를 이용

해 설탕첨가 음료수군, 과일과 채소군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섭취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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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보고로 조사하였다. 섭취횟수는 일주일 동안 0~1 회, 일주일 동

안 1~3 회, 일주일 동안 4~6 회, 하루에 1 회, 하루에 2 회, 하루에 3 회, 

하루에 4 회 이상과 잘 모르겠다는 항목들 중 하나에 부모가 답하도록 

하였다. 식품군별 섭취점수는 주당 섭취횟수로 환산하여 0 점~30 점까지 

점수를 매겨 각 식품군별 섭취점수로 환산하였다. 섭취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식품을 많이 섭취한 것을 의미한다. 

CEHQ-FFQ 는 선행 연구(Huybrechts et al., 2011; Lanfer et al., 

2011)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식이섭취 행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De Bourdeaudhuij et al., 2015). 

 

(6)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과 스크린 타임 

아동의 비만예방 신체활동과 스크린 타임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이용된 질문들에 부모가 응답한 시간으로 조사하였다. 신체활동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각각 아동이 바깥에서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논 시간을 조사하였다. 스크린 타임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TV 시청과 

컴퓨터 또는 모바일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본 시간을 조사

하였다(Hinkley et al., 2012). 부모 보고에 의한 아동의 신체활동과 스

크린 타임 조사는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며(De 

Bourdeaudhuij et al., 2015; Hinkley et al., 2012; Mouratidou et al., 

2012; 라진숙 & 채선미, 2013, 2014), 신체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가속도계와의 비교연구에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Polfuss, 

Forseth, Schoeller, & Papanek, 2018; Verbestel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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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Bohman 등

(Bohman et al., 2016)이 개발한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and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PDAP)을 사용 허락을 받은 후 번역하여 조사하였다. PDAP 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아동의 건강한 식이섭취 행동과 신체활동 증가에 결정

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들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

는 기존의 부모 자기효능감 도구들과 달리 아동의 건강행동 수행에 방해

가 되는 상황의 심리정서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Bohman et al., 2016). 도구는 총 24 문항으로, 식이섭취 행동에 대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묻는 12 문항과 신체활동에 관한 부모의 자기효능

감과 관련된 1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PDAP 는 11 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0 점(전혀 자신이 없다), 5 점(중간 정도 자신 

있다), 10 점(완전히 자신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

녀의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을 하게 할 부모의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DAP 는 스웨덴의 3 세 첫 아이를 둔 

2,232 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반복 측정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가 모두 높았고 변별 타당도 역시 확보되었다(Bohman et al., 

2013).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4 였다. 아직 국내 연

구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도구이므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 역 번역

을 한 후 아동간호학 교수 1 인의 검토를 받고, 국내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0 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거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시 

Cronbach’s α 값은 .91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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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1) 예비조사 

IRB 승인을 받은 설문조사 도구로 본 조사에 앞서 10 명의 5~6 세 

학령전기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이해 정도, 그리고 설문작성 시간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대상

자 모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센터에 공고를 내어 모집하였고, 2018 년 4 월 20 일에 해당 아

파트 커뮤니티센터 내 휴게실에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부모

와 아동에게는 5000 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 1 장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예비조사 후 부모용 설문은 수정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용 설문은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문항의 단계를 그림(X, x, ∆, 

o, O)에서 아라비아 숫자 1~5 로 변경하였는데, 예비조사에 참여한 아동

들이 X 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대부분 큰 O 로 답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동의 지식을 조사하는 설문 문항은 아동들이 객관식 문제 

유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문제 형식을 객관식에서 OX 형식으로 주로 바

꾸고,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객관식 문

제 문항 수는 줄였다. 수정한 아동용 설문은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변경심의를 받은 후 본 조사 시 사용하

였다. 

 

(2)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2018 년 6 월 11 일에서 6 월 15 일까지 실시하였다. 

아동의 키, 몸무게 측정 및 설문조사는 훈련된 자료수집원 1 인이 해

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원은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부생으로 본 연구자에게 아동의 키와 몸무게 측정방법, 아동 대상 자



34 

료수집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아동의 키와 몸무게는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 동일한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 설문조

사는 자료수집원이 아동과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원이 아

동에게 설문 문항을 읽어주면 아동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손가락으로 가

리켜 답을 하였고, 1 인당 약 10 분이 소요되었다. 아동 대상 조사 장소

는 아동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협조를 얻어 일반교실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유희실 또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였다. 

부모용 설문은 아동 편에 밀봉하여 가정으로 보내 부모가 작성하게 하

였고, 다시 유치원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취합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를 

완성해서 유치원으로 회신한 실험군과 대조군 부모에게는 5000 원 상당

의 음료 상품권 1 장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3)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적용 

실험군에게 2018 년 6 월 18 일에서 7 월 13 일까지 4 주 동안, 주 2

회씩 총 8 회기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4)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군 대상 중재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2018 년 7 월 20

일에서 7 월 25 일까지 진행되었다.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아동용 설문은 

자료수집원 1 인이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였고, 

부모용 설문은 가정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부모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유치원으로 회신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료수

집원이 사후조사도 실시하였다. 아동의 키, 몸무게는 사후조사에서는 측

정하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아동 모두에게 사후조사 종료 후 줄넘

기를 연구 참여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사후조사 설문을 완성해서 유치

원으로 회신한 실험군과 대조군 부모에게는 사전조사 때와 같이 5000 원 



35 

상당의 음료 상품권 1 장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실험군 부모에게는 

600mL 휴대용 물병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과 중재에 앞서 해당 유치원의 허락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IRB No. 1711/002-005). 유치원의 협조를 얻어 해당 학급 아동의 부

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및 절차, 자료의 비밀 보장 및 연구 완

료 후 폐기, 참여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등이 명시된 연구 설명서

와 동의서를 가정으로 발송하였고, 서면으로 아동의 법적 대리인(부모)

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의 사본은 다시 부모에게 

제공하였다.  

 

(6)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상급종합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수년간 직접 아동 간호를 

수행한 임상경험이 있고, 보건교사 2 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재제공자 및 자료수집자로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본 프로그램 중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고 보조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

국유아체육협회에서 1 급 유아·아동 체육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였고 시

험에 응시해 1 급 자격증을 받았다.  

교실 밖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인 전문 유아 체육교사는 경기

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0 년 이상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경력이 있으며, 1 급 유아·아동 체육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이다. 전문 

유아 체육교사는 본 연구자와 세 차례의 사전 미팅을 통해 본 연구의 목

적과 절차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점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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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s 22.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2)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와 

independen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분석

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변화량에 대한 차이 검정은 

independent t-test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측 검정에서 p< .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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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개발 

 

1) 1단계: 교사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한 요구사정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유치원 교사들과의 면담 그리고 문헌고찰을 통

해 요구사정을 실시하였다.  

실험군 유치원 현장방문과 유치원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그룹으로 만 5 세 2 개 반 중 1 개 반을 선정하였고, 해당 

반 재원 아동들의 특성, 건강 및 영양 교육 수준, 점심급식 시 편식 및 

음식 알레르기 여부, 신체활동 수준, 다른 건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을 파악하였다. 해당 반의 아동들은 전문 체육교사에 의한 체육 수업에 

주 1 회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영양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없었다. 특별히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없었고, 점심급식 

시 채소 반찬을 전혀 먹지 않는 아동이 한 명 있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진행 가능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다. 프로그램은 해당 반 아동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요일의 오전 중에 실

시하고,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은 유치원 1 층에 위치한 해당 반 교실에서, 

교실 밖 신체활동은 유치원 지하 1 층 강당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해당 

반 교사가 본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들에게 전화로 안내를 하였고, 부모

들도 비만예방을 주제로 한 본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33 명 

전원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문헌고찰로 국내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현황과 비만예방의 필요

성을 파악하였고, 프로그램 목표를 선정하였다.  

국내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현황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유아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로 확인하였다(Lee, Bang, M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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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6; 황인주 & 방경숙, 2016). 성별과 연령에 따라 표준성장도

표의 BMI 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은 5~6%, 과체중은 12% 가량

이었다. 국내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율은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낮은 수

준이지만, 국내 학령기(만 5~17 세) 남자 아동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

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인 23%보다 높다(OECD, 2014). 학령전

기 동안 과체중이였던 아동은 추후 12 살에 과체중이 될 위험이 5 배가 

높기 때문에 비만발생 예방노력은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Nader et al., 2006). 아동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비만 발생 요인으로는 

고열량 식품이나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 섭취 증가, 신체활동 부족, TV

시청 시간 증가, 수면시간 부족 등이, 부모를 포함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맞벌이 부모, 아동의 체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엄마의 식습관, 아빠의 신체활동, 신체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접

근 편의성 등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et al., 2016; Pala 

et al., 2013; Pigeot et al., 2009; Te Velde et al., 2012; Van Stralen 

et al., 2012; 박경애 & 김선희, 2005; 하애화, 유경숙, & 김정화, 

2008). 아동 비만발생 영향요인과 외국의 학령전기 아동 대상 비만예방 

중재연구들의 고찰을 통한 요구사정 결과 교정이 가능한 식이섭취 행동

과 신체활동 그리고 좌식행동 중 스크린 타임 개선을 프로그램 목표로 

삼았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행동수행 목표는 설탕첨가 음료 섭취 감소로 선정

하였다. 아동 비만 발생은 설탕첨가 음료 섭취와 상관 관계가 있으며

(Libuda & Kersting, 2009), 물 섭취 증가 중재가 초등학생의 비만과 

과체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Muckelbauer, Libuda, Clausen, Reinehr, & Kersting, 2009; 

Muckelbauer et al., 2009). 두 번째 행동수행 목표는 과일과 채소 섭취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고열량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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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만발생과 관련이 있으며(Moreno & Rodríguez, 2007),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저열량의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동 비만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접근법임이 선행 연구들로 밝혀졌다(Leahy, Birch, & 

Rolls, 2008; Rolls, 2009). 또한 외국의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연구들에서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를 

프로그램 목표로 포함시켰음을 확인하였다(Stea et al., 2016; Verbestel 

et al., 2011). 

한편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은 어린 아동의 체지방 증가 예방 효과가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Metallinos‐Katsaras, Freedson, 

Fulton, & Sherry, 2007; Moore et al., 2003; Trost, Sirard, Dowda, 

Pfeiffer, & Pate, 2003). 그리고 Monasta 등(2010)은 학령전기 아동

이 하루 30 분 이하로 신체활동을 할 경우 과체중과 비만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했다. TV 시청과 온라인 게임 시간은 아동 비만발생과 연

관이 있는 좌식행동이며,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동 비만을 예방

하는 성공적인 방법임을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De Jong et al., 2013; Dennison, Erb, & Jenkins, 2002; Fitzpatrick, 

Pagani, & Barnett, 2012; Mendoza, Zimmerman, & Christakis, 2007; 

Rey-Lopez, Vicente-Rodríguez, Biosca, & Moreno, 2008). 또한 학

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비만예방 중재연구들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 증가와 TV 시청과 같은 좌식행동 감소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들이었다(De Craemer et al., 2014; Verbestel et al., 2011). 이상

의 고찰 결과에 따라 일상적인 신체활동량 증가를 위해 바깥놀이 활동시

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세 번째 행동수행 목표로, 그리고 TV 보기, 컴퓨

터나 모바일폰으로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스크린 타임을 

줄이는 것을 네 번째 행동수행 목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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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프로그램 목표 구성표 작성 

1 단계의 요구사정 결과 비만예방을 위한 4 개의 행동수행 목표

(performance objectives)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설탕첨가 음료 섭취

를 감소시킨다. 둘째,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킨다. 셋째, 일상적인 

바깥놀이 활동시간을 증가시킨다. 넷째, TV 보기, 온라인게임 하기와 같

은 스크린 타임을 줄인다. 다음으로 행동결정 요소들을 정하였다. 본 연

구의 이론적 바탕이 된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요소들에 근거해 개인적 요

인으로 아동의 지식, 기술 및 인식을 선정하였고,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다.  

행동수행 목표들을 세로축에 놓고 행동결정 요소들은 가로축에 배치한 

후, 이 때 만들어지는 칸들을 변화목표들(change objectives)로 채웠다. 

예를 들어 ‘설탕첨가 음료 섭취를 감소시킨다’는 행동수행 목표와 개인적 

요인인 지식이 교차하면 ‘아동은 설탕첨가 음료의 종류를 말한다.’라는 

변화목표가 생성된다. 변화목표들은 ‘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자신감을 표현한다’와 같이 행동실행 단어들

(action words)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변화시킬 결과들을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16 개의 변화목표들이 도출되었으며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변화목표들은 프로그램 중재 기간과 횟수 그리

고 각 회기의 구체적인 중재방법과 전략들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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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rix of Change Objectives  

 

Performance 

Objectives 

Personal Determinant Environmental Determinant 

1.     Knowledge 2. Skill 3. Cognition 
4.  Parental 

Self-efficacy 

PO1. Children 

drink less sugar-

added beverages 

CO1.1. Children 

tell the kind of 

sugar-added 

beverages. 

CO1.2. Children, 

if they are 

thirsty, they can 

choose water 

instead of sugar-

added beverages. 

CO1.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drinking water 

instead of sugar-

added beverages. 

CO1.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provide 

water instead of 

sugar-added 

beverages to 

their children. 

PO2. Children 

increase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CO2.1. Children 

tell the kind of 

food and snacks 

made of fruits 

and vegetables. 

CO2.2. Children 

can eat fruits and 

vegetables 

healthy and 

deliciously 

CO2.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eating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CO2.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provide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to 

their children. 

PO3. Children 

increase the time 

of outdoor play 

CO3.1. Children 

tell the way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in 

everyday life.  

CO3.2. Children 

can play outside 

for more than 1 

hour a day. 

CO3.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being physically 

active in 

everyday life. 

CO3.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PO4. Children 

reduce the screen 

time 

CO4.1. Children 

tell the way to 

play actively 

instead of 

watching TV, 

playing online 

games.  

CO4.2. Children 

can watch TV, 

paly online 

games only at 

the set time. 

CO4.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 

reducing the 

screen time. 

CO4.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 to 

reduce the scree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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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이론에 근거한 중재방법과 실제적 전략 선택 

변화목표들을 달성시키기 위해 사회인지이론의 구성 요소들로 이론에 

근거한 중재방법(theory-based methods)을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될 실제적인 전략(practical strategies)으로 변환시켰다. 

그리고 각각의 변화목표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설탕첨가 음료 섭취를 감소시킨다’는 행동수행 목표와 지

식이라는 결정 요소가 만나면 ‘아동은 설탕첨가 음료수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라는 변화목표가 세워진다. 이 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 

요소인 지식과 관련된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중재방법으로 학습(active 

learning), 반복 노출(repeated exposure)과 직접 경험(direct 

experience)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방법들은 본 연구의 프로

그램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실물을 이용한 강의와 홛동

(educational lesson, classroom activity), 마트 견학실습(field 

practice)이라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목표는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측정도구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본 프

로그램의 16 개 변화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에 근거한 중재방법들

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용될 전략들, 그리고 평가방법을 Table 3 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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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nd Assessment for Change Objectives 

 

Performance 

objectives (PO) 
Determinant Change objectives (CO)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ssessment 

PO1. Children 

drink less 

sugar-added 

beverages 

Knowledge CO1.1. Children tell the kind of 

sugar-added beverages. 

Active learning, 

Repeated exposure,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Field practice 

The knowledge 

measurement tool for healthy 

dietary behaviors by child’s 

report 

Skill CO1.2. Children, if they are 

thirsty, they can choose water 

instead of sugar-added beverages. 

Guided practice,  

Active learning, Direct 

experience, Modeling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Field practice 

Food(sugar-added 

beverages) frequency 

questionnaire by parental 

report 

Cognition CO1.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drinking water 

instead of sugar-added beverages. 

Discussion,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The cognition measurement 

tool for the importance of 

behavior (PO1) by child’s 

report 

Parental  

self-efficacy 

CO1.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provide water instead 

of sugar-added beverages to their 

children. 

Guided practice, 

Modeling,  

Persuasive persuasion, 

Environmental  

re-evaluation 

Newsletters, 

Homework,  

Parent-child activity at 

home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by 

parent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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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nd Assessment for Change Objectives (continued) 

 

Performance 

objectives (PO) 
Determinant Change objectives (CO)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ssessment 

PO2. Children 

increase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Knowledge CO2.1. Children tell the kind of 

food and snacks made of fruits and 

vegetables. 

Active learning, 

Repeated exposure,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Cooking practice 

The knowledge 

measurement tool for healthy 

dietary behaviors by child’s 

report 

Skill CO2.2. Children can ask fruits and 

vegetables for snack 

Guided practice,  

Active learning, Direct 

experience, Modeling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Cooking practice 

Food(fruit & vegetable) 

frequency questionnaire by 

parental report 

Cognition CO2.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eating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Discussion,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The cognition measurement 

tool for the importance of 

behavior (PO2) by child’s 

report 

Parental  

self-efficacy 

CO2.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provide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to their children. 

Guided practice, 

Modeling,  

Persuasive persuasion, 

Environmental  

re-evaluation 

Newsletters, 

Homework,  

Parent-child activity at 

home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by 

parent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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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nd Assessment for Change Objectives (continued) 

 

Performance 

objectives (PO) 
Determinant Change objectives (CO)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ssessment 

PO3. Children 

increase the 

time of outdoor 

play 

Knowledge CO3.1. Children tell the way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in everyday 

life.  

Active learning, 

Repeated exposure,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y 

The knowledge of healthy 

physical activity behaviors 

measurement tool by child’s 

report  

Skill CO3.2. Children can increase the 

time of outdoor playing for more 

than before 

Guided practice,  

Active learning, Direct 

experience, Modeling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y 

Parent report about child’s 

outdoor play time on 

weekday and weekend 

Cognition CO3.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s being physically 

active in everyday life. 

Discussion,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The cognition measurement 

tool for the importance of 

behavior (PO3) by child’s 

report 

Parental  

self-efficacy 

CO3.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 to be more physically 

active. 

Guided practice, 

Modeling,  

Persuasive persuasion, 

Environmental  

re-evaluation 

Newsletters, 

Homework,  

Parent-child activity at 

home 

Parental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by 

parent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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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nd Assessment for Change Objectives (continued) 
 

Performance 

objectives (PO) 
Determinant Change objectives (CO) Theoretical methods  Practical strategies Assessment 

PO4. Children 

reduce the 

screen time 

Knowledge CO4.1. Children tell the way to 

play actively instead of watching 

TV, playing online games.  

Active learning, 

Repeated exposure,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y 

The knowledge of healthy 

physical activity behaviors 

measurement tool by child’s 

report 

Skill CO4.2. Children can reduce the 

time of watching TV and playing 

online games more than before. 

Guided practice,  

Active learning, Direct 

experience, Modeling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y 

Parent report about child’s 

screen time on weekday and 

weekend 

Cognition CO4.3. Children express positive 

feeling toward reducing the screen 

time. 

Discussion,   

Direct experience 

Education lesson, 

Classroom activity 

The cognition measurement 

tool for the importance of 

behavior (PO4) by child’s 

report 

Parental  

self-efficacy 

CO4.4. Parents express confidence 

that they can facilitate their 

children to reduce the screen time. 

Guided practice, 

Modeling,  

Persuasive persuasion, 

Environmental  

re-evaluation 

Newsletters, 

Homework,  

Parent-child activity at 

home 

Parental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by 

parent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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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프로그램의 회기 별 구성, 매뉴얼 및 중재 자료 제작 

비만예방을 위한 4 개 행동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하나의 행

동을 주제로 삼아 총 4 주를 중재적용 기간으로 정하였다. 주 별 주제는 

홀수 주는 식이섭취 관련 주제를, 짝수 주는 신체활동과 좌식행동 관련 

주제를 교대로 배치하여, 중재순서에 따른 효과의 편중을 없앴다. 하나

의 행동수행 목표에 따른 4 개의 변화목표들을 성취하고, 반복학습을 위

해 주 2 회씩 중재를 시행하여, 총 8 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

리고 매 회기는 교실 안 강의와 활동 그리고 교실 밖 신체활동을 포함시

켰고, 한 회기당 중재시간은 60 분이 넘지 않도록 배정하였다. 

주의 첫 번째 회기에는 그 주의 비만예방행동 주제를 소개하고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행동수행을 위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여 행

동결정 요소들 중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지식과 인식에서 도출된 변화

목표 달성에 주력하였다. 그 주의 두 번째 회기는 행동수행을 위한 목표 

세우기, 구체적인 행동수행 방법 소개, 실습활동, 의견 나누기 활동을 통

해 행동결정 요소 중 개인적 요인인 기술과 인식에서 도출된 변화목표들

이 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의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음료수를 선택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실습활동으로 마트 견학 

1 회, 과일과 채소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기술을 연습해보기 위한 요

리실습 1 회를 포함시켰다.  

환경적 영향 요소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화목표들

을 달성시키기 위해 아동이 그 주에 배우고 실습한 비만예방행동 내용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의 역할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제작하였고, 주

말 동안 아동과 부모가 함께 실천해야 할 주말과제를 선정하여 뉴스레터

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회기 별 수업계획안을 회기 별 주제에 따라 기존 문헌

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본 중재의 프로토콜로 삼았다. 회기 별 수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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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교실 안 수업 및 활동과 교실 밖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시켜 작성하

였다.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은 비만예방행동이 무엇인지,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목표를 세우고 실습해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교실 밖 신체활동은 각종 교구들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동작과 게임 및 

활동들을 아동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수업계획안에 반영시켰

다. 교실 안 강의와 활동 그리고 교실 밖 신체활동은 그 회기의 중재 내

용에 맞게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교실 밖 신체

활동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및 사용할 교구들과 진행방식은 전문 유아 체

육교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였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추가로 

제작하여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회기 

별 수업계획안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 부모용 뉴스레터는 부록에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의 매 회기 별 교실 안 강의와 활동 그리고 교실 

밖 신체활동 주제 목록과 제공된 뉴스레터 및 주말과제의 주요 내용은 

Table 4 에 제시하였다. 



49 

Table 4. The Contents of the Program to Promote Obesity Prevention Behaviors for Pre-schoolers 

 

Week 
Weekly 

theme 
Session 

Change 

objective 

(CO) 

Classroom  

lessons and activities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ies 
Newsletters 

Weekend homework 

(Parent-child activities) 

1st Children 

drink less 

sugar-added 

beverages 

1 CO1.1. 

CO1.2. 

CO1.3. 

Obesity is harmful to health 

and it can be prevented. 

Stretching and dance motion, 

Learn to gymnastics to help 

grow 

1. Causes, effects 

and prevention of 

childhood obesity 

 

2 CO1.2. 

CO1.3. 

CO1.4. 

Drink water instead of sugar- 

added beverages. 

* Field practice: visit to mart 

for choosing appropriate 

beverages 

Physical activity using of 

running  

2. Let your child 

drink water 

instead of sugar-

added beverages 

·Reduce sugar-added 

beverages 

·Drink 5~6 cups of 

water a day 

·Carry a water bottle 

when going out 

2nd Children 

increase the 

time of 

outdoor 

play 

3 CO3.1. 

CO3.2. 

CO3.3. 

Defini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kind of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using of 

string 

   

4 CO3.2. 

CO3.3. 

CO3.4. 

Using fun outdoor play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Physical activity using of 

hoop 

3. Increase your 

child's physical 

activity in daily 

life 

·Stretch before exercise 

·Wear a helmet when 

riding a bicycle 

·Walk with parents at a 

nearby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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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s of the Program to Promote Obesity Prevention Behaviors for Pre-schoolers (continued) 
 

Week 
Weekly 

theme 
Session 

Change 

Objective 

(CO) 

Classroom  

lessons and activities 

Out of classroom  

physical activities 
Newsletters 

Weekend homework 

(Parent-child activities) 

3rd Children 

increase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5 CO2.1. 

CO2.2 

CO2.3. 

Food signal light for 

prevention of obesity 

Physical activity using of ball 

and discus like fruits and 

vegetables shape 

   

6 CO2.2. 

CO2.3. 

CO2.4. 

Learn how to eat fruits and 

vegetables deliciously  

*Cooking practice: making 

fruit and vegetable skewers 

Physical activity using of 

parachute of fruits and 

vegetables color 

4. Food signal 

light for 

prevention of 

obesity & healthy 

snack 

·Talk about the food 

signal light for 

prevention of obesity 

·Buy fruits and 

vegetables at the Mart 

·Make food or snacks 

with fruits and 

vegetables 

4th Children 

reduce the 

screen time 

7 CO4.1. 

CO4.2. 

CO4.3. 

Relationship between 

sedentary behavior and 

obesity 

Learn to stretch with parents1 

Physical activity using of 

color board 

   

8 CO4.2. 

CO4.3. 

CO4.4. 

Reduce time to watch TV and 

PC game, instead play with 

your friend and family 

actively. 

*Wrap up and completion 

ceremony 

Learn to stretch with parents2 

Physical activity using of step 

roll 

5. Wrap up & 

Parent role for 

obesity prevention 

·Reduce the screen 

time and increase the 

family time 

·Walking, Hiking and 

biking with family 

·Participate in the 

public libr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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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프로그램 실행 

한 회기는 아동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교실 안 강의와 활동 30 분, 교

실 밖 신체활동 30 분씩 총 60 분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을 진행하였고, 아동들에게 건강선생님

으로 소개하고 부르게 하여 아동들이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실 밖 신체활동

은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고 운동기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전

문 유아 체육교사 1 인과 본 연구자가가 함께 진행하였다. 유아 체육교

사는 아동들에게 튼튼선생님으로 소개하고 부르게 하여 신체활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연구자와 전문 유아 체육교사 1 인이 8 회기 전체를 진행하여 프

로그램 내용을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교실 안 강의와 활동은 실험군 학

급인 유치원 교실에서 진행하였고, 교실 밖 신체활동은 실험군 유치원 

지하 1 층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강당은 평소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곳으

로, 33 명의 실험군 아동이 자유활동 및 교구를 이용한 다양한 신체활동

을 방해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환경을 갖춘 공

간이었다. 

‘설탕첨가 음료 섭취를 감소시키다’는 행동수행 목표 달성을 위해 교실 

안 강의와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

의 양을 각설탕의 개수로 직접 보여주어, 설탕첨가 음료수에 설탕이 지

나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들과 마트에 가서 목이 마를 때 어떤 음료수를 골라야 하는

지를 실제로 연습해보는 마트 견학실습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지

식을 교실 안에서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목표로 하는 행동을 수

행하기 위한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재에 포함시켰다. 마트

는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음료수와 생수, 우유가 갖춰져 있고,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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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마트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1,000 원과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방문해 목이 마를 때 마트에서 어

떤 것을 사야 하는지 실습했다. 교실 밖 신체활동을 마치고 바로 마트 

견학실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들은 목이 마른 상황이었다. 

아동 스스로 본인이 산 음료수 또는 생수 값을 계산하고 영수증과 잔돈

을 챙기게 하였다. 마트에서 산 음료수 또는 생수는 유치원에 돌아와서 

마셨고, 마트 견학실습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음료수를 구매한 영수증을 아동의 수첩에 붙이고 마트 견학실습 실

시 안내문을 당일 가정으로 발송해,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활동내용을 부모에게 알렸다. 마트 견학실습에는 아동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임교사를 포함한 유치원 교사 3 인이 본 연구자와 함께 

동행하였다. 

두 번째 주의 주제인 일상적인 바깥놀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일

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 증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였다. 계단 오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놀이터나 공원에서 놀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 및 보호장비 착용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실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교실 밖 신체

활동 시간을 통해 달리기 동작을 응용한 여러 게임과 활동들을 실시하였

다. 

셋째 주엔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교실 안 강의 시간에

는 비만예방을 위한 음식신호등을 아동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신호

등 그림이 있는 활동지에 빨간불 음식, 노란불 음식, 초록불 음식을 직

접 그려보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비만예방을 위한 음식신호등 활동을 

통해 빨간불 음식인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 핫도그 대신 초록불 음식

인 과일과 채소로 만든 간식을 먹는 것이 비만예방과 건강에 좋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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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식과 인식을 증가시켰다.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다양한 방

법에 대해 교실 안 강의 시간을 통해 전달하였고, 그 방법들 중 하나인 

과일·채소 꼬치만들기 요리실습을 실시하였다. 요리실습 재료인 과일과 

채소는 실험군 중재가 진행된 여름철 과일과 채소인 수박, 방울토마토, 

키위, 포도, 바나나, 오이, 파프리카를 사용하였다. 모든 재료는 아동에게 

적당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미리 준비하였다. 채소 중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주황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준비하여 다양한 색깔의 과일·채소꼬

치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주 주제인 스크린 타임을 줄이기를 위해 집 안에서 가만히 앉

아 TV 를 보거나 컴퓨터, 모바일폰으로 게임을 하는 대신 줄넘기와 훌

라후프를 이용한 놀이방법을 알려주었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교실 밖 신체활동 시간에는 색판과 스텝롤을 이용한 재미있는 게임과 신

체활동을 실시하였고, 집 안에서 몸을 움직여 놀 수 있는 색판과 스텝롤

을 이용한 응용 놀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선물로 

실험군 아동들에게 줄넘기를 선물하여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가족이 함께 집 근처 도서관 가기, 공원 가기, 등산하기를 주말

과제로 내주었고, 뉴스레터에 가까운 도서관과 공원 그리고 각종 행사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6) 6단계: 프로그램 효과 평가 

프로그램 효과 평가는 2.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효과 평가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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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효과 평가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사전조사 결과 실험군 아동의 평균 체중은 20.59kg, 평균 신장은 

113. 42cm 였고, 대조군은 평균 체중이 21.37kg, 평균 신장은 114. 

81cm 였다. 실험군에서 비만인 아동은 전체의 6.1%를, 과체중은 

9.1%를 차지하였다. 대조군 아동은 비만이 5.1%, 과체중이 

15.4%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실험군에서 

아버지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는 81.9%, 어머니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는 72.8%였다. 대조군의 경우엔 아버지의 92.3%가 

대학졸업 이상이었고, 어머니의 87.2%가 대학졸업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맞벌이는 실험군이 69.7% 였고, 대조군은 

56.4%였다(Table 5).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결과 

아동의 개월 수, 성별, 체중과 신장, 비만도, 부모의 연령과 비만도 

및 학력, 부모 맞벌이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5)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이 동질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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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t Baseline (N=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3) Con. (n=39) t / x
2
 p 

n (%), M±SD n (%), M±SD 

Child’s age (months) 71.67±3.90 70.74±3.65 1.036 .304 

Child’s gender Boy 16(48.5) 20(51.3) 0.056 .813 

Girl 17(51.5) 19(48.7) 

Child’s weight (kg) 20.59±3.09 21.37±3.01 -1.088 .280 

Child’s height (cm) 113.42 ±4.58 114.81±4.21 -1.346 .183 

Child’s BMI Under normal 

weight 

28(84.8) 31(79.5) 0.762
*
 .808 

Overweight 3(9.1) 6(15.4) 

Obesity 2(6.1) 2(5.1) 

Father’s age (years) 39.76±3.45 40.23±3.99 -0.533 .595 

Father’s BMI Under normal 

weight 

5(15.2) 6(15.4) 0.12 .942 

Overweight 9(27.3) 12(30.8) 

Obesity 19(57.6) 21(53.8)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18.2) 3(7.7) 1.841
*
 .444 

College 25(75.8) 33(84.6) 

Graduate school 2(6.1) 3(7.7) 

Mother’s age (years) 37.82±3.71 38.31±3.58 -0.568 .572 

Mother’s BMI Under normal 

weight 

22(66.7) 31(79.5) 4.105
*
 .143 

Overweight 4(12.1) 6(15.4) 

Obesity 7(21.2) 2(5.1)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9(27.3) 5(12.8) 3.222* .225 

College 22(66.7) 33(84.6) 

Graduate school 2(6.1) 1(2.6) 

Double income 

family 

Yes 23(69.7) 22(56.4) 1.346 .246 

No 10(30.3) 17(43.6)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BMI=Body mass index (kg/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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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 

연구변수의 사전조사 결과 및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비만예방행동수행을 위한 지식 점수는 실험군이 

19.70 점, 대조군이 19.69 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네 가지 비만예방

행동의 중요성 대한 아동의 인식 점수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간 설탕첨가 음료 섭취횟수는 실험군이 

2.50 회, 대조군은 1.69 회로 조사되었지만,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아동의 주중 바깥놀이 활동시간은 실험군이 하루 0.61

시간, 대조군이 하루 1.24 시간으로 조사되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주중 바깥놀이 활동시간이 더 적었고, 동질성 검정 결과에서도 차이

를 보였다(p< .001). 주말 바깥놀이 활동시간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주중 스크린 타임은 실험군이 하루 1.58 시간, 대조군은 

1.14 시간으로 실험군 아동이 더 많았고 검정 결과 두 군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p= .041).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총점을 비교해보면, 실험군 부모가 155.61 점, 대조군 

부모는 174.41 점으로 실험군 부모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았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29).  

따라서 아동의 주중 바깥놀이 활동시간, 주중 스크린 타임, 그리

고 부모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두 집단이 동질하지 못했고, 그 외의 

연구변수들은 두 군에서 동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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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at Baseline     (N=72) 

Variables Categories 
Exp. (n=33) Con. (n=39) 

t p 
M±SD M±SD 

Knowledge total 19.70±3.68 19.69±4.22 0.005 .996 

Healthy dietary intake 8.06±2.71 8.15±3.35 -0.128 .898 

Healthy physical activity 11.64±1.97 11.54±1.92 0.213 .832 

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obesity 

prevention 

behaviors 

Total 15.79±3.47 15.18±3.40 0.770 .456 

Reducing 

the intake of sugar-

added beverages 

4.36±1.27 3.90±1.29 1.536 .129 

Increasing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4.30±1.07 4.26±0.85 0.205 .838 

Increasing the time 

of physical activity 
4.12±1.45 3.69±1.20 1.375 .174 

Reducing 

screen time 
3.00±1.90 3.33±1.72 -0.780 .438 

Dietary 

intake 

(freq/week) 

Sugar-added 

beverages intake 
2.50±3.04 1.69±2.88 1.151 .253 

Fruit & vegetable 

intake 
11.36±10.61 15.41±8.23 -1.821 .073 

Physical 

activity 

(hours/day) 

Total 1.03±0.50 1.60±0.87 -3.468 .001 

Outdoor play 

on weekdays 
0.61±0.43 1.24±0.93 -3.770 <.001 

Outdoor play 

on weekend 
2.06±1.22 2.49±1.35 -1.405 .164 

Screen 

time 

(hours/day) 

Total 1.82±076 1.44±0.94 1.8536 .068 

Screen time 

on weekdays 
1.58±0.80 1.14±0.98 2.087 .041 

Screen time 

on weekend 
2.42±1.17 2.21±1.32 0.728 .469 

Parental self-efficacy total 155.61±39.79 174.41±29.53 -2.242 .029 

Healthy dietary intake 74.91±23.25 86.69±16.41 -2.442 .018 

Healthy physical activity 80.70±19.94 87.72±15.07 -1.700 .094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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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정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점수는 실험군에서 7.03 점 증가

하였고 대조군에서는 0.21 점 상승하여, 두 군의 변화량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6.971, p< .001)(Table 7). 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 점수를 건강한 식이

섭취 행동에 대한 지식 점수와 건강한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점수

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건강한 식이섭취 행동

에 대한 지식 점수는 실험군이 사후에 4.42 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15 점 증가하여 두 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657, 

p< .001). 또한 건강한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점수도 실험군은 

2.61 점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0.05 점 상승하여, 두 군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4.712, 

p< .001)(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Knowledge for healthy dietary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Knowledge Total Exp. 19.70±3.68 26.73±2.49 7.03±4.22 6.971 

(<.001) Con. 19.69±4.22 19.90±4.40 0.21±4.07 

Healthy 

dietary intake 

Exp. 8.06±2.71 12.48±1.94 4.42±3.60 5.657 

(<.001) Con. 8.15±3.35 8.31±2.66 0.15±2.81 

Healthy 

physical activity 

Exp. 11.64±1.97 14.24±1.79 2.61±1.62 4.712 

(<.001) Con. 11.54±1.92 11.59±2.87 0.05±2.73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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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점수 변화

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총점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후

조사에서 감소하였고, 변화량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4 가지 비만예

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점수 변화량을 각각 검증한 결과, 4 가지 항

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따

라서 가설 2 는 기각되었다. 

 
Table 8. Comparison of Cognition for the Importance of Obesity Prevention 

Behaviors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obesity 

prevention 

behaviors 

Total 
Exp. 15.79±3.47 15.67±3.15 -0.12±4.31 -0.045 

(.964) Con. 15.18±3.40 15.10±3.46 -0.08±3.98 

Reducing 

the intake of 

sugar-added 

beverages 

Exp. 4.36±1.27 4.45±1.09 0.09±1.51 
-0.662 

(.510) 
Con. 3.90±1.29 4.26±1.29 0.36±1.93 

Increasing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Exp. 4.30±1.07 4.03±1.38 -0.27±1.72 
-1.277 

(.206) 
Con. 4.26±0.85 4.41±0.94 0.15±1.09 

Increasing 

the time of 

physical 

activity 

Exp. 4.12±1.45 4.15±1.30 0.03±2.07 
0.614 

(.541) 
Con. 3.69±1.20 3.46±1.45 -0.23±1.53 

Reducing 

screen time 

Exp. 3.00±1.90 3.03±1.74 0.03±2.28 0.77 

(.444) Con. 3.33±1.72 2.97±1.65 -0.36±2.01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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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 변화량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섭취횟수는 실험군 아동이 주간 0.17 회 감소

하였고, 대조군 아동에서는 0.44 회 감소하였다. 과일과 채소 섭취

는 실험군에서 주간 1.97 회, 대조군에서 3.42 회 증가하였다. 설탕

첨가 음료 및 과일과 채소 섭취횟수에 대한 두 군의 사전 사후 변

화량에 유의한 차이는 없어(Table 9), 가설 3 은 기각되었다. 

 
Table 9. Comparison of Dietary Intake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Dietary 

intake 

(freq/ 

week) 

The intake 

of sugar-

added 

beverages 

Exp. 2.50±3.04 2.33±4.23 -0.17±3.88 
0.373 

(.710) 
Con. 1.69±2.88 1.26±2.32 -0.44±2.19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Exp. 11.36±10.61 13.33±12.00 1.97±14.44 
-0.521 

(.604) 
Con. 15.41±8.23 18.83±11.78 3.42±9.00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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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변화량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두 군의 사전 사후 신체활동의 변화량에 대한 차이를 검정한 결

과는 Table 10 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주중 바깥놀이 활동시간은 실

험군이 하루 동안 0.24 시간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0.18 시간 감소하

여, 두 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99, p= .031). 또한 주말 

바깥놀이 활동시간도 실험군이 하루 동안 0.29 시간 증가한 반면 대

조군에서는 0.49 시간 감소하여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72, p= .033). 따라서 가설 4 는 지지되었다. 

 
Table 10. Comparison of Physical Activity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Physical 

activity 

(hours/day) 

Total 

Exp. 1.03±0.50  1.28±0.71  0.26±0.71  2.731 

(.008) Con. 1.60±0.87  1.33±0.75  -0.27±0.89  

Outdoor 

play on 

weekdays 

Exp. 0.61±0.43  0.86±0.55  0.24±0.68  2.199 

(.031) Con. 1.24±0.93  1.06±0.76  -0.18±0.91  

Outdoor 

play on 

weekend 

Exp. 2.06±1.22  2.35±1.60  0.29±1.17  2.172 

(.033) Con. 2.49±1.35  2.00±1.52  -0.49±1.84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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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만예방을 위한 스크린 타임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주중 스크린 타임의 사전 사후 변화량을 검정한 결과, 실

험군에서는 하루 동안 0.24 시간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0.25 시간 증

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52, p= .044). 그러나 주말 

스크린 타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1). 따라서 가설 5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Table 11. Comparison of Screen Time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Categori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Screen 

time 

(hours/day) 

Total 

Exp. 1.82±0.76 1.57±1.11 -0.25±1.18 -1.840 

(.070) Con. 1.44±0.94 1.64±1.09 0.19±0.87 

Screen time 

on weekdays 

Exp. 1.58±0.80 1.34±0.97 -0.24±1.03 -2.052 

(.044) Con. 1.14±0.98 1.39±1.15 0.25±1.00 

Screen time 

on weekend 

Exp. 2.42±1.17 2.15±1.77 -0.27±1.81 -0.887 

(.378) Con. 2.21±1.32 2.26±1.32 0.05±1.31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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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실험군과 대조군 부모는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총점 변화

량을 살펴보면, 실험군 부모가 9.42 점 증가하였고 대조군 부모는 

오히려 2.54 점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군의 총점 변화량은 검정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2). 따라서 가설 3 은 

기각되었다. 

추가적으로 부모의 자기효능감 점수를 자녀의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섭취 관련 자기효능감과 건강한 신체활동 관련 자기효

능감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섭취 관련 부모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 부모가 사후

에 6.70 점 상승하였고, 대조군 부모는 반대로 1.13 점 감소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2.222, p= .031).  

 

Table 12. Comparison of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and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between the Two Groups                     

(N=72)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 p ) M±SD M±SD M±SD 

Parental  

self-efficacy Total 

Exp. 155.61±39.79 165.03±36.92 9.42±34.66 1.809 

(.077) Con. 174.41±29.53 171.87±30.71 -2.54±16.91 

Healthy  

dietary intake 

Exp. 74.91±23.25 81.61±22.49 6.70±18.00 2.222 

(.031) Con. 86.69±16.41 85.56±15.55 -1.13±10.06 

Healthy  

physical activity 

Exp. 80.70±19.94 83.42±17.30 2.73±18.32 1.168 

(.249) Con. 87.72±15.07 86.31±16.09 -1.41±9.64 

 

Exp.=Experimental group (n=33); Con.=Control group (n=3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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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행동 증진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일과 중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

섭취와 신체활동, 스크린 타임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

동은 개인적 요인, 환경의 영향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는 사

회인지이론을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틀로 삼고,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IMP)에 따라 기존의 학령전기 아동 비만예방 

중재 관한 문헌들을 토대로 국내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4 주간 진행된 총 8 회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

군은 대조군에 비해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이 향상되었고, 주중과 

주말 신체활동 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주중 스크린 타임이 감소하였

다. 본 장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효과 평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은 국내 취학 전 아동을 대

상으로 개발되고 시행된 비만예방 중재법이다. 국내 아동 비만 관련 

연구는 비만이거나 과체중 이상인 아동의 체중 감량 중재법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성경숙 

등, 2013). 이에 비해 비만예방 중재 개발 및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었고, 특히 취학 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중재

법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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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비만예방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방법 또는 신체활

동 증진과 운동 프로그램만을 주제로 한 개별적인 중재법이 아닌 

식생활과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중재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이와 신체활동 중재를 각각 시

행한 경우보다 둘을 함께 적용한 경우 아동의 비만예방에 효과적이

었다(Monasta et al., 2010; Sisson et al., 2016). 

본 연구의 또 다른 강점은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인 IMP 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IMP 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회기 구성

을 하였고, 한 회기의 목표와 중재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IMP는 체계적이며 이론에서 도출된 근거에 기반을 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Bartholomew Eldredge 

et al., 2016), 이미 국내에서도 성인 대상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개

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김혜경 등, 2011; 박미정 등, 2013; 박미

정 & 김유정, 2018) 그러나 국내 아동 건강프로그램 개발에 IMP

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럽의 대규모 아동 비

만예방 연구인 ToyBox study 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IMP

을 적용한 과정이 총 4 년 2 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De Craemer et al., 2014), 엄격한 IMP 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IMP 는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매 단계마다 명확한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어 주었으며, 이론에 근거한 중재법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프로그

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비만예방 중재는 궁극적으로 건강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므로 적합

한 행동변화 이론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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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lanz et al., 2008). 그리고 학령전기 아동의 식이섭취와 신체활

동 및 좌식행동은 아동 개인의 의지와 동기만으로 변화되기는 어렵

고, 가정, 유치원, 사회와 같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

에 대한 교육과 중재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Dev, McBride, Fiese, Jones, & Cho, 2013). 이러한 

학령전기 아동의 특성과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은 

사회인지이론이었다. 본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인지이론을 이론적 

기틀로 삼아 개인, 환경과 행동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중재 방법들과 

전략들을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기반을 강

화시킬 수 있었다. 사회인지이론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많은 

건강관련 중재연구들에서 활용되어왔고(Cole et al., 2006; Kim & 

Lee, 2011; 이경애, 2011),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중재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행동변화 이론들 중의 하나인

(Nixon et al., 2012)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을 것이다. 

비만예방행동의 개인적 요인으로 선정한 아동의 지식 및 기술 그

리고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실 안 강

의와 활동, 교실 밖 신체활동으로 매 회기를 구성하였으며, 수업 그

리고 신체활동 세션과 더불어 마트견학과 요리수업과 같은 실습활

동들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실습 활동들은 양방향적인 

수업이 가능하게 하여,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을 향상시켰다.  

환경적 영향에 해당하는 부모 참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안내문

을 중재 시작 전에 사전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고, 프로그램이 진

행되는 4 주 동안 매주 금요일에 뉴스레터를 아동 편에 발송하였다.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부모 참여 방법으로 가정방문이나 부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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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워크숍이 중재 효과가 크지만(Skouteris et al., 2011), 비용 문

제 그리고 약속 시간을 매번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 교육 불참 등의 

문제점도 있다(Skouteris et al., 2011).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험군 

아동의 맞벌이 가정은 69.7%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현황보다 높

았다(통계청, 2017). 이러한 이유로 부모대상 교육 워크숍을 중재에 

포함시켜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뉴스레터와 아동과 함

께 활동하는 주말과제를 부모 참여 중재전략으로 이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뉴스레터 제작 전 부모에게 미리 자녀의 비만예방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뉴스레터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포함시켜 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면,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이 아

닌 중재자와 대상자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적인 중재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요구사정 시 아동과 부모의 의

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 아동과 부모의 프로

그램 만족도, 부모가 뉴스레터를 읽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주말과제

를 자녀와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추후에는 보다 엄격히 IMP 과정을 적

용하고, 프로그램 효과 평가뿐만 아니라 대상자 평가와 과정 평가 

및 비용 평가를 거친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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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련 연구와 실무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실험군 해당 반 담임교사 1 인이 교실

과 강당에 상주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챙기고, 아동들이 강의와 활동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본 연구자는 매 회기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담임교사에게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

아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고 다음 회기에 반영시켰다. 체육교사와도 

회기 별 중재를 마무리 한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에 대

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고, 주요 내용은 연구자 노트에 기록한 후 다

음 회기 중재에 포함시켰다. 

1 회기 중재 후 담임교사와 체육교사의 의견에 따라, 2 회기 중재

부터 교실 밖 신체활동 30 분을 먼저 실시하고 교실 안 강의와 활

동 30 분을 나중에 진행하면서 회기 마무리를 지었다. 예를 들면 6

회기 진행 시, 교실 밖 신체활동으로 과일과 채소 모양의 공과 원반, 

파라슈트로 신체활동을 하고 온 후 교실에서 과일과 채소를 건강하

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진

행 순서는 아이들이 우선 몸으로 재미있게 놀면서 그 날 중재 주제

와 연관된 신체활동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날 배울 중재 주제

를 알게 되고 관심이 생겨서 교실 안 강의와 활동들에 보다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주의 두 번째 회기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였다. 이것은 

부모 대상 뉴스레터 발송과 주말과제 수행을 위해서였는데, 유치원

의 협조로 4 주 동안 가능하였다. 또한 그 다음주 첫 회기 시작 전

에 주말과제 경험 나누기 시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

운 비만예방행동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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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본 프로그램은 비만예방행동 관련 지식을 향상시켰고, 주중과 주

말 신체활동을 증가시켰으며, 주중 스크린 타임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었다. 그러나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과 식이섭취 행동 및 

주말 스크린 타임 개선 그리고 부모의 자기효능감 향상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비만예방행동 관련 아동의 지식을 향상시켰

다. 비만예방행동 관련 전체 지식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건강

한 식이섭취 관련 지식과 건강한 신체활동 관련 지식 점수가 모두 

실험군에서 향상되었다. 비만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연구는 아니었

지만 국내 유치원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영

양 교육을 받은 아동의 지식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일옥 

& 이자형, 2003; 홍미애, 최미숙, 한영희, & 현태선, 2010). 본 연

구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령전기 아동 대상 국내 연구들과 달리 

식생활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활동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그 

결과 신체활동 관련 아동의 지식도 함께 향상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인 행동수행력(behavioral capability)

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 그 행동이 무엇 인지와 어떻

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Bandura, 

1986). 그러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식이 행동 개선 중재들을 아

동에게 적용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양 및 식이 교육으

로 아동의 지식은 상승하였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아동의 식이행동

의 개선과 관련성이 있지는 않았다(Rolling & Hong, 2016).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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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은 지식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 자기효능감, 외적 환경, 상

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Glanz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식이섭취와 관련된 지

식점수가 실험군에서 향상되었지만, 실험군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식이섭취를 변화시키진 못했다. 이것은 만 5~6 세 아동은 어느 정

도 식성과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어(Vereecken & Maes, 2010; 홍

미애 등, 2010) 설탕첨가 음료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섭취 증

가를 이끌어 내기에 4 주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정미 & 안지영, 

2015; 손민지 & 김민진, 2016; 조형숙 & 유은영, 2011)에서는 건

강교육 중재 후 아동의 건강인식이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6 주에서 

16 주에 걸쳐 12 회기 이상 건강교육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와 비교

해 4 주 동안 집중적으로 8 회기 중재를 제공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지식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과 달리 비만예방행동의 중

요도 인식은 증가시키지 못했다. 건강행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

득, 건강행동의 중요도 인식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건강행동수행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

된다. 더불어 아동의 건강행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

는 도구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조사된 주중과 주말 

바깥놀이 활동시간이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은 

주중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신체활동 패턴이 확연히 다르며(Van Cauwenberghe et al., 2012), 

주중보다는 주말에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n Cauwenberghe et al., 2012; Sigmundová et al., 201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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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주중보다 주말 바깥놀이 활

동시간이 더 길었다. 학령전기 아동은 지속적인 신체적 성장 발달로 

다양한 신체활동 놀이가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놀이를 즐거워하는 

시기이다(Hockenberry et al., 2016).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형화된 운동을 강조하기 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활발히 움직이

면서 노는 것, 걸어 다니기, 계단 오르기 등이 왜 건강에 좋은지를 

교실 안 강의에서 전달하였고,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활동적이고 재

미있게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실 밖 신체활동 시간을 이용해 실

습시켰다. 아동과 부모에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운동을 해야 한

다는 부담 대신 놀이라는 친숙한 활동을 강조한 접근법(Alhassan 

et al., 2013; Cosco et al., 2014)이 아동의 신체활동 개선에 효과

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바깥놀이 활동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연구가 진행된 여름철의 더운 날씨에도 중재 후 실

험군의 바깥놀이 활동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대조군은 6 월 초의 사전조사 때보다 7 월 말의 사

후조사 시 주중과 주말 모두 바깥놀이 활동시간이 감소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주중 스크린 타임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주중 바깥놀이 활동시간의 증가와 연

관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귀가한 후 집 안에서 TV 를 보는 대신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에서 바깥놀이 활동을 한 결과일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아동의 TV 시청, 컴퓨터, 타블릿 PC, 모바일폰과 같은 전자 

기기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본 시간을 모두 합한 총 스크린 타

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하루 동안 대략 1.5 시간이었다. 호주에

서 시행된 대규모 학령전기 아동 대상의 조사연구에서 아동들의 스

크린 타임은 하루 평균 113 분(1.8 시간)이었고, 하루 1 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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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크린 타임 가이드라인을 지킨 아동은 전체의 21.8%로 낮게 

조사되었다(Hinkley et al., 2012). TV 시청과 컴퓨터, 테블릿 PC, 

모바일폰 등의 이용 시간 증가는 아동의 체질량지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De Jong et al., 2013; 

Fitzpatrick et al., 2012; Mendoza et al., 2007; Rey-Lopez et al., 

2008). 특히 매일 1.5 시간 이상의 TV 시청이 아동의 체질량지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De Jong et al., 

2013).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폰 이용 시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함께 증가하므로(Sisson, 

Broyles, Baker, & Katzmarzyk, 2010), 취학 전 어린 아동을 대상

으로 스크린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도 높은 중재가 적용되어

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전략개발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가 요구

된다. 

정리해보면 본 프로그램의 비만예방 행동수행 목표 4 가지 중 신

체활동(주중과 주말) 증가와 스크린 타임(주중)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설탕첨가 음료 섭취 감소와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 중재 기간과 측정 방법이 유사

한 선행연구 중 신체활동과 좌식행동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결과들

과 일치한다(Alhassan, Nwaokelemeh, Lyden, Goldsby, & 

Mendoza, 2013; Cosco, Moore, & Smith, 2014; Natale et al., 

2013; Yin et al., 2012). 

본 연구는 아동의 지식과 인식 및 비만예방행동의 변화와 함께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프로그램 연구변수에 포함시켜 중재 전과 후

에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기효능감 전체 점수의 

변화량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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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강한 식이섭취와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자녀의 건강한 식이섭취 관련 부모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량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부모 자기효능감 설문 응답자가 어머니였고, 대부분 자녀의 식사 및 

간식 준비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자녀의 식생활과 관련

된 자신감은 신체활동 관련 자신감과 달리 증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자녀의 건강한 신체활동 관련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날씨, 미세먼지, 안전 등의 환경적 이슈가 동

반되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향상되지 못한 것 같다(Dwyer, 

Needham, Simpson, & Heeney, 2008).  

아동의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록 크게 나타나므로(Hesketh & Campbell, 2010; Skouteris et al., 

2011; Ward et al., 2017), 부모 참여가 중재 전략으로 추천되고 있

다(Summerbell et al., 2012).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

관련 지식 증가, 바람직한 롤모델링 역할, 부모의 양육 스타일, 부모

의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 향상, 그리고 부모 자신의 식생활과 신

체활동 수준 개선이 아동의 비만예방 중재 전략으로 이용은 되었지

만(Skouteris et al., 2011), 중재의 사전과 사후에 부모 관련 변수

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부모 참여를 중재 

전략의 하나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부모 참여 변수들이 중재 전 후

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근거 기반

의 부모 참여 전략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얻지는 못했지만, 부모 관련 변

수를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에 이용한 점은 무의미하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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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연구변수 중 주중 신체활동과 주중 스크린 타임 

그리고 부모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조사 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동질하지 못했다. 사전조사 결과 실험군의 주중 신체활동은 대조군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주중 스크린 타임은 반대로 높았으며, 실

험군 부모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사전 

값 차이는 사전 사후 변화량이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Barnett, Van Der Pols, & Dobson, 2004). 그리고 

본 연구에서 아동의 비만예방행동은 모두 부모의 보고로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보고법이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사용

되었고(De Bourdeaudhuij et al., 2015; Mouratidou et al., 2012; 

라진숙 & 채선미, 2013), 객관적인 다른 방법들과 비교 연구를 통

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었지만(Huybrechts et al., 2011; Lanfer 

et al., 2011; Verbestel et al., 2015), 부모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

지가 있어 객관성이 확보된 다른 측정 도구에 비해 결과 해석 시 

제한점이 많다(De Bourdeaudhuij et al., 2015). 이는 부모가 아동

과 24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인데, 본 연구의 경우 실험군의 69.7%가 대조군의 56.4%가 

맞벌이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 아동의 식이

섭취 행동과 신체활동, 좌식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중재 효과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 실험군과 대조군 배정

에 무작위할당을 하지 못했고, 경기도 소재 2 개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프로

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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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만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비만 발생의 선행 요인인 식생활과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을 통합하여 중재를 구성하였고, 부모 참여를 

중재에 포함시켰으며 부모 변수인 부모의 자기효능감 변화를 평가

한 것 또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비만예방 중재가 국내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진행될 아동 비만예방 

중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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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일과 중에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

된 연구이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였고, 프

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중재내용 및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은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을 이용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은 식생활뿐만 아니

라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개선을 위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포함시켜 

4 주, 8 회기로 구성하였고, 교실 안 강의와 활동 그리고 교실 밖 신

체활동, 요리실습, 마트실습 등 다양한 중재 전략들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부모용 뉴스레터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주말과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연구 결과 비만예방행동 관련 아동의 지식이 향상되었고, 아동의 

주중과 주말 신체활동 증가 및 주중 스크린 타임 감소에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만예방행동의 중요도 인식, 식이섭취 그

리고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 개선에

는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몇 안 되는 아동 비만예방 중재 연구

들 중의 하나이고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지식 향상과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중재법으로 국내 유치원

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추후 진행될 아동 비만예방 중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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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비만예방 관련 행동 및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수와 범위를 확대하고 무작위배정을 적용한 국내 아

동 비만예방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 비만예방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

기 추적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개선에 효과적인 부모 참여 전략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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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유치원기반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책임자명 : 황인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생) 

 

이 연구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아동의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자녀가 연구대상 유치원에 재원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황인주 연구원(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생)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동의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경기도에 있는 두 개의 유치원 재원 아동과 부모가 연구대상이며, 한 

유치원에서 56 명씩 112 명의 아동과 부모가 참여합니다. 예비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까지 합하면 총 122 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가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아동 대상 비만예방 프로그램은 유치원 일과 중에 그룹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아동은 4 주 동안 일주일에 2 번씩 총 8 회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1 회 활동은 교실 안 활동 20 분과 교실 밖 신체활동 

20 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동은 매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동은 4 주 프로그램 진행 전에 키와 

몸무게를 측정 받게 되며, 20 개 문항의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4 주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20 개의 동일한 문항의 질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20 개의 질문은 연구원이 직접 아동에게 읽어주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답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대략 5 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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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 자료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그 날 

자녀가 유치원에서 활동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과제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매주 아동이 유치원에서 참여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활동의 

주제와 동일한 내용의 비만예방 식생활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자료를 

받게 됩니다. 

2) 아동의 주말과제를 가정에서 함께 수행하시게 됩니다. 

3)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 39 문항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자녀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부모님의 자신감에 대한 질문과 자녀의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대한 질문,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아동 편에 봉투에 밀봉되어 가정으로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또는 유치원에 오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20 분가량 소요됩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봉투에 밀봉하여 아동 편에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유치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주간 진행될 비만예방 프로그램 구성표입니다. 

 

주 주별 주제 세션 세션 주제 신체활동 신체활동의 구성 

1 

주차 

[식이] 

설탕첨가 

음료수 대싞 

물 마시기 

1 회기 1. 비만은 건강을 

해쳐요. 

비만은 예방할 수 

있어요. 

싞체활동 1 

(스트레칭, 

무용 동작 

응용 

싞체활동) 

-싞체활동 전 후 준비운동 교육 

-전싞 스트레칭 동작 배우기 

-발레 동작을 이용한 스트레칭 

-자기 전 키 크는 스트레칭  

2 회기 2.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 

대싞 물을 마셔요. 

싞체활동 2 

(달리기 응용 

싞체활동) 

-꼬리 잡기 

-포스트 미션 달리기 

-원탑으로 바벨 만들어 들고 달리기 

-원탑에 봉 꽂고 오기, 뽑아 오기 달리기 

2 

주차 

[싞체활동] 

매일 

운동하기 

3 회기 3. 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싞체활동 3 

(재미있는 

줄넘기) 

-혼자 하는 개인 줄넘기(가위, 바위, 보 줄넘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단체 줄넘기(꼬마야, 

꼬마야~) 

-줄을 이용한 기차놀이 

-줄다리기 

4 회기 4. 안전하게 매일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싞체활동 4 

(싞나는 

훌라후프) 

-친구와 훌라후프 굴려서 주고 받기 

-훌라후프를 내 몸으로 돌려보기(팔, 허리, 다리) 

-훌라후프를 굴렁쇠처럼 굴리면서 걷기, 달리기 

-훌라후프 연속 통과하기, 훌라후프 기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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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식이] 

과일과 채소 

많이 먹기 

5 회기 5. 과일과 채소를 

왜 많이 먹어야 

하나요? 

싞체활동 5 

(과일/채소 

모양 공, 

원반을 이용한 

싞체활동) 

-공, 원반 던지고 받기 

-공, 원반 장애물 달리기 

-고리 원반 던져서 목표물에 걸기, 목표물 

쓰러트리기 

-원반을 이용한 키 크는 스트레칭 체조 

6 회기 6.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싞체활동 6 

(과일/채소 

색깔 

파라슈트를 

이용한 

싞체활동) 

-파라슈트 낙하산 놀이 활동 

-파라슈트 숨바꼭질 놀이 활동 

-파라슈트 속 건강한 채소, 아채 카드 찾기 활동 

-파라슈트 색깔 연상 채소, 아채 카드 찾기 활동 

4 

주차 

[싞체활동] 

TV 시청, 

온라인 게임 

대싞 가족과 

함께 

싞체활동 

놀이하기 

7 회기 7. 앉아서 TV 를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면 

뚱뚱해질 수 

있어요. 

싞체활동 7 

(가족과 함께 

하는 싞체활동 

놀이 1)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스트레칭 배워보기 1 

-줄넘기를 이용한 싞체활동 놀이 

-훌라후프를 이용한 싞체활동 놀이 

8 회기 8. TV, 컴퓨터는 

끄고 가족과 함께 

재미있고 싞나는 

운동을 함께 해요. 

싞체활동 8 

(가족과 함께 

하는 싞체활동 

놀이 2)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스트레칭 배워보기 2 

-우리나라 전래 놀이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동물동작)/ 발레꽃이 

피었습니다.(발레나 무용 동작) 

-우리나라 전래 놀이 2: 8 자 놀이, ㄹ자 놀이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주 동안 일주일 한 번씩 4 회 교육 자료를 받고, 4 회 자녀와 주말과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단, 교육 자료를 읽고 자녀와 

주말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가능한 읽기 쉽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시각적으로 구성되며, 

자녀와의 주말과제는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며 자녀와 가정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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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 중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다른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황인주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부모님에게는 1 회 설문 작성 시 5000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지급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 1 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자녀에게는 줄넘기 또는 훌라후프 중 1 개가 선물로 제공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황인주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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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유치원기반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책임자명 : 황인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생)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선생님 

(황인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어린이들의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6~7 살 어린이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연구원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어린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고 싶은 지를 묻는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서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40 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 일과 중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실 안에서 20 분, 교실 밖에서 20 분 활동하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대해 배워보고, 

교실 밖 활동에서는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신나게 체육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주 전체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연구원선생님이 질문 20 개를 

읽어주면, 여러분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답을 말해 주면 됩니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5 분 정도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여러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이 허락하면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을 연구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여러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 회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 

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위험한 처치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피곤하거나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밖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연구원 선생님 2 명과 전문 체육 선생님 1 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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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하면 뚱뚱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에게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면 운동할 때 필요한 선물(예: 줄넘기 또는 

훌라후프)을 줄 것입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구원 선생님 (황인주) 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원한다면 ‚보호자용 설명서‛를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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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_아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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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_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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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자녀의 비만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도구는 Bohma 등(2016)이 개발한 Parental Self-efficacy for 

Healthy Dietary and Physical Activity Behaviors in Preschoolers Scale 

(PDAP)을 사용 허가를 받아 번역한 도구이며, 본 도구의 copy right 은 

개발자인 Bohman 둥(2016)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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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매뉴얼 

► 회기 별 수업계획안 

1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1 회기/8 회기 중 주제 비만과 건강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비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비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교실 밖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 

유발, 

목표 

확인 

1) 교사를 소개한다. 

-간호사임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건강해 지는 방법을 

알려주러 유치원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 건강선생님으로 

소개하고 부르게 한다. 

-체육교사를 소개한다. 튼튼 선생님으로 소개하고 부르게 

한다. 

2)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4 주 동안, 일주일에 2 번씩 총 8 번 진행 

- 한 번에 60 분씩 진행 

- 비만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고, 

체육 활동도 함께 해요.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전개 

주제 

탐색, 

방법 

알기, 

실행 

3)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 가. 도대체 비만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①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것 

②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 나. 소아비만의 발생 원인을 알아볼까요? 

①인스턴트(라면),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선호 

②풍족한 간식거리 

③운동 부족 

4) 소아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요. 

-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5) 비만은 예방할 수 있어요! 

- 다행히 비만은 예방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 함께 배워보기로 해요. 

20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마무리 
평가, 

정리 

6) 선서식 

- 비만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하고 

실천하기로 다함께 약속해요. 

7) 기념사진 촬영 

-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한 기념으로 다 함께 사진을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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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요. 

8) 부모님께 뉴스레터 전달하기 약속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말해보고, 

뉴스레터를 전달하기로 약속해요. 

9)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 이동 순서를 정한다. 남자어린이 먼저 가고 뒤 이어 여자 

어린이들이 이동한다.(한 줄 기차 노래 활용)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1 

(스트레칭, 무용 동작 응용 신체활동) 

-준비 체조로 몸풀기 

5 분 
음악과 

스피커 

전개 
 

-신체활동 전 후 준비운동 교육 

-전신 스트레칭 동작 배우기 

-발레 동작을 이용한 스트레칭 

-자기 전 키 크는 스트레칭  

20 분 
음악과 

스피커 

회기 

마무리  

마무리 체조 

다음 회기 안내 

건강 선생님과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5 분 
 

 

2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2회기/8회기 중 주제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 대신 물 마시기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분 

목표 

․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의 종류를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목이 마르면 음료수가 아닌 물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치원과 집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실 밖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달리기 동작을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활동 순서 안내하기 

5분 

교실에서강

당으로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2 

(달리기 응용 신체활동) 

-준비 체조로 몸풀기 

2분 
음악과 

스피커 

전개  

-꼬리 잡기 

-포스트 미션 달리기 

-원탑으로 바벨 만들어 들고 달리기 

-원탑에 봉 꽂고 오기, 뽑아 오기 달리기 

20분 

준비물: 

원탑(새깔고

깔콘) 

마무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이동하기: 한 줄 기차(남자어린이여자어린이) 

3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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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 

유발/ 

목표 

확인 

1) 노래와 손유희 

2)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차례차례 알려 줄게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에 대한 거예요. 

5분 

준비물 

: PPT 

 

전개 

소재 

탐색/ 

방법 

알기/ 

실행 

하기 

 

3) 목이 마를 때 

- 여러분은 놀이터에서 놀 때나 집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4)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의 종류 

-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각설탕 개수로 

표현해볼까요? 

(오렌지 주스 7개, 콜라/사이다 8개, 어린이 음료 6개, 

바나나맛 우유 7개, 요구르트/떠 먹는 요구르트 4개 등) 

- 설탕을 많이 먹으면 쉽게 뚱뚱해지고, 충치도 생겨요. 

5) 음료수 대신 물 마시기 

- 그럼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 대신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 네. 맞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65%)은 물로 이루어져있어요. 

- 우리 몸 속의 물은 소변, 땀, 말하는 동안 우리 몸 

밖으로 나가요.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해져서 처음엔 목이 마르고, 더 심해지면 어지럽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 여러분은 하루에 5~6컵(0.8~1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 유치원에서 물 마시는 장소와 방법을 알고 있나요? 

- 집에서 물 마시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 마트에 가서 부모님이 음료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마트에서 음료수 고르기 시뮬레이션 실습 안내 

20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음료수 

모형, 

각설탕 

 

회기 

마무리 

평가/  

정리 

6) 비만예방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말해 봅시다. 

- 놀이터에서 놀고 나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 봅시다. 

7) 부모님께 뉴스레터 전달하기 약속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말해보고, 

뉴스레터를 전달하기로 약속해요. 

8) 주말과제 안내 

- 물 5~6컵 마시기 

-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마시기 않기 

- 외출할 때 물병 가지고 나가기 

5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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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3 회기/8 회기 중 주제 마트 견학실습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현장학습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코퍼밴드를 이용한 신체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 목이 마를 때 마트에서 건강한 음료수를 골라서 살 수 있다. 

․ 물을 마시면 좋은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마트 실습 일정 안내하기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3 

(재미있는 줄넘기)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음악과 

스피커 

전개 
 

-코퍼밴드 활용 조별 신체 활동 

-코퍼밴드로 멋진 모양 만들기 

-줄을 이용한 기차놀이 

-줄다리기 

15 분 

준비물: 

줄다리기 줄, 

코퍼밴드 

마무

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3 분 이동하기 

교실 안 

강의 및 

활동/마트 

견학 실습 

도입 

동기유

발, 

목표확

인 

1) 노래와 손유희 

2) 주말과제 경험 나누기 및 확인 

- 물 5~6 컵 마시기를 실천했나요? 

-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마시기 않기를 

실천했나요? 

- 외출할 때 물병 가지고 나가기를 실천했나요? 

3) 마트 실습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천원 지폐 나눠주기, 장바구니 나눠주기 

-목이 마를 때 어떤 걸 마셔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반복하기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전개 

소재탐

색, 

방법 

알기, 

실행 

4) 마트에서 음료수 사기 실습 진행 

-아동이 직접 마실 음료수, 우유, 생수를 고른다. 

-아동이 직접 계산하게 한다. 

-영수증과 잔돈은 장바구니에 음료수와 함께 담아 

유치원으로 가져온다. 

25 분 

준비물 

: 장바구니, 

천원 

회기 

마무

리 

평가, 

정리 

6) 교실에서 사 온 음료수나 생수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 

7) 부모님께 영수증 전달하기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마트 실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영수증을 전달하기로 약속해요. 

5 분 
준비물: 마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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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4 회기/8 회기 중 주제 운동과 건강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을 2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일상 생활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2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 바깥놀이 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설명할 수 있다. 

․ 훌라후프를 이용한 신체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네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오늘 활동 순서 안내하기  

-강당으로 이동하기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신체활동 

도입 
 

신체활동 4 

(신나는 훌라후프)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음악, 

스피커 

전개 
 

-친구와 훌라후프 굴려서 주고 받기 

-훌라후프를 내 몸으로 돌려보기(팔, 허리, 다리) 

-훌라후프를 굴렁쇠처럼 굴리면서 걷기, 달리기 

-훌라후프 연속 통과하기, 훌라후프 기차 만들기 

20 분 
준비물: 

훌라후프 

마무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3 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 

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유발, 

목표확인 

1) 노래와 손유희 

2)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이번 시간에 알아볼 비만예방 방법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즉 신체활동(운동)을 활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볼꺼예요. 

5 분 
준비물  

: PPT 

전개 

소재탐색, 

방법알기, 

실행 

3) 운동의 좋은 점 

-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하도록 도와줘요. 

-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운동을 하면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운동 능력이 증가해서(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요) 쉽게 다치지 않아요. 

- 사회성(친구들과 잘 지내요), 집중력, 학습 능력이 

좋아져요. 

- 자신감(나는 할 수 있다)이 생겨요. 

4) 운동할 때 주의점 

6)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 

-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타고 가기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20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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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은 날은 바깥에서 놀기 

- 활동하기 편한 옷 입기, 신발 신기 

- 물병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고 목이 마르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아닌 물을 마셔요.) 

회기 

마무리 

평가, 

정리 

7) 비만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 볼까요? 

-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을 말해 볼까요? 

-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2 가지 

이상 말해봐요. 

8) 부모님께 뉴스레터 전달하기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말해보고, 뉴스레터를 전달하기로 약속해요. 

9) 주말과제 

- 운동하기 전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준비운동하기 

- 자전거/킥보드 탈 때 헬멧 착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부모님과 함께 걸어 다니기 

5 분  

 

5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5 회기/8 회기 중 주제 음식신호등을 이용한 과일과 채소 먹기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음식신호등 중 초록색 음식을 3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음식신호등 중 노란색 음식을 2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음식신호등 중 빨간색 음식을 3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비만예방을 위해 어떤 색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링, 원반, 공을 이용한 신체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다섯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오늘 활동 순서 안내하기 -강당으로 이동하기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5 
(과일/채소 모양 공, 원반을 이용한 신체활동)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전개 
 

-공, 원반 던지고 받기 
-공, 원반 장애물 달리기 
-고리 원반 던져서 목표물에 걸기, 목표물 쓰러트리기 
-원반을 이용한 키 크는 스트레칭 체조 

20

분 

준비물: 

원반, 

링고리, 

공 

마무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3 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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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유

발, 
목표확

인 

1) 노래와 손유희 
2) 주말과제 경험 나누기 및 확인 
- 운동하기 전 체조,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하기 
- 자전거/킥보드 탈 때 헬멧 꼭 착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부모님과 함께 걸어 다니기 
3)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비만예방을 위한 세 번째 방법! 바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 오늘은 음식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봐요. 
음식신호등? 도대체 음식신호등이 뭘까요?  
- 다음 시간에는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실제로 요리실습을 할 거예요.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유의점 

:  

전개 

소재탐

색, 
방법알

기, 
실행 

3) 음식신호등이란? 
- 친구와 똑같이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날씬하고 자신은 뚱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답니다.  
- 여러분 신호등 알아요?  
- 교통 신호등 말고 음식신호등이라는게 있어요. 
초록불 음식: 매일 충분히 먹어도 되는 음식들 
노란불 음식: 매일 알맞게 먹는 음식들 
빨간불 음식: 잠깐!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한 조금만 

먹어야 하는 음식들 
4) 음식신호등 예 
초록불 음식에는 우유, 수박, 포도, 토마토와 같은 과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와 같은 채소, 나물 반찬 등 
노란불 음식에는 밥, 국수, 고기, 생선, 치킨, 계란, 두부, 

감자 등 
빨간불 음식에는 라면,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초콜릿, 

케익, 도너츠, 사탕, 아이스크림 등 
5) 음식신호등 활동지  
-우리 그런 지금부터 음식신호등 놀이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나눠준 신호등 그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호등 색깔 

음식을 그려보세요. 
- 신호등 그림에 어떤 음식을 그려보았는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아요. 

20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색연필, 

싸인펜, 

또는 

크레파스 

마무리 
평가, 

정리 

6) 비만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오늘은 음식신호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초록색 음식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나요? 
- 이런 음식들은 매일 얼마큼 먹어야 해요? 
- 노란색 음식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나요? 
- 이런 음식들은 매일 얼마큼 먹어야 해요? 
- 빨간색 음식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나요? 
-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7) 건강선생님과 인사하기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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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6 회기/8 회기 중 주제 과일채소 꼬치만들기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요리실습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파라슈트와 다감각볼을 이용한 여러 신체 활동을 따라할 수 있다. 

․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과일채소 꼬치를 만들 수 있어요.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여섯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오늘 활동 순서 안내하기, 요리실습 활동 안내 
-강당으로 이동하기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6 
(과일/채소 색깔 파라슈트를 이용한 신체활동)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전개 
 

-파라슈트 낙하산 놀이 활동 
-파라슈트 숨바꼭질 놀이 활동 
-파라슈트 위에서 과일, 채소 모양 공 찾기 활동 
-파라슈트 색깔 연상 과일, 채소 이름 말하기 게임 

20 분 
준비물: 

파라슈트, 

다감각볼 

마무

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요리실습 전 손씻기 지도 

3 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 

교실 

안 

강의 

및 

활동/ 

요리 

실습 

도입 

동기유

발, 
목표확

인 

1) 노래와 손유희 
2)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지난 시간에 비만예방을 위한 음식신호등을 알아보았어요.  
- 그럼 오늘은 과일과 채소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유의점 

:  

전개 

소재탐

색, 
방법알

기, 
실행 

3) 과일 채소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보기 
-과일 채소 꼬치 만들어 먹어보기 
-좋아하는 소스 조금씩 뿌려먹거나 찍어 먹기 
-과일을 갈아서 셔벳트 만들어 먹기 
-과일 채소 가꾸기 
-마트에서 직접 과일 채소 골라서 장보기 
4) 과일채소꼬치를 만들어 봐요. 
- 맛있는 과일꼬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해요. 꼬치 끝이 뾰족해서 다칠 수 있으니 

꼬치로 장난을 치면 안 되요. 
- 꼬치에 앞에 있는 과일들을 골고루 꽂아 봐요.  
- 알록달록 맛있는 과일꼬치를 완성했나요? 그럼 이제부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20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요리실습 

재료들(꼬치, 

과일, 접시 

등) 
유의점 : 

꼬치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120 

마무

리 
평가, 

정리 

6) 비만예방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일꼬치를 만들어 먹어봤어요. 이렇게 꼬치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 이외에 과일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말 동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이 말한 방법으로 맛있게 과일과 

채소를 먹기로 약속해요. 
다 같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볼까요? 
7) 부모님께 뉴스레터 전달하기 약속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말해보고, 

뉴스레터를 전달하기로 약속한다. 
8) 주말과제 
- 부모님과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일, 채소 골라서 

장보기 
- 부모님과 함께 과일, 채소 요리해서 먹기 (과일 1 가지 

이상, 채소 1 가지 이상) 

5 분 
준비물: 

뉴스레터 

 

7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7 회기/8 회기 중 주제 TV 보기, PC 게임, 모바일폰 보는 시간 줄이기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TV 보기 게임하기 등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 있다. 
․ 하루 중 TV 보기 게임하기 시간을 얼마큼 하면 좋은지 말할 수 있다. 
․ 올바르게 TV 보기, 게임 하는 방법을 2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색판을 이용한 신체 활동을 따라 할 수 있다. 

․ 색판을 이용한 도미노 놀이를 친구들과 할 수 있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일곱 번째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오늘 활동 순서 안내하기 
-강당으로 이동하기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7 
(가족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놀이 1)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음악, 

스피커 

전개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스트레칭 배워보기 1 
-색판 이용한 신체활동 놀이 
-색판 이용한 도미노 쌓기 놀이 

20

분 
준비물: 

색판 

마무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3 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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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

유발

, 
목표

확인 

1) 노래와 손유희 
2) 주말과제 경험 나누기 및 확인 
- 부모님과 마트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과일, 채소 골라서 

장보기 
- 부모님과 함께 과일, 채소 요리해서 먹기 (과일 1 가지 이상, 

채소 1 가지 이상) 
3)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소개 
-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차례차례 알아보고 있어요. 
-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 오늘은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활동들에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오랫동안 앉아서 활동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아요.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전개 

소재

탐색

, 
방법

알기

, 
실행 

3)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TV 보기 
- 게임 하기 
- 모바일폰으로 동영상 보기 
4) 오랫동안 앉아서 TV 보기, 게임 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몸무게 늘 수 있어요. 
- 뼈밀도가 감소해서, 뼈 건강에 안 좋아요. 
- 짜증을 잘 내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해요. 
-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 있어요. 
5) 올바른 TV 보기, 게임 하는 방법 
- 하루에 1 시간 이내가 좋아요. 
-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에만 해요. 
- 사용 일지를 적어 봐요. (내가 오늘 TV 본 시간과 내용, 

게임 한 시간과 게임의 종류 등) 
6) TV 보면서 식사 하지 않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7) 건강한 수면: 11 시간 이상 자기, TV 있는 방에서 자지 

않기, 자기 전에 TV 보기나 게임 하지 않기 

20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마무리 
평가

, 

정리 

6) 비만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앉아서 TV 보기, 게임 하기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것에 좋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TV 보기와 게임 하기를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 
- TV 보기와 게임 하기를 많이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어떤 점에서 안 좋을까요?  
- 그럼 TV 보기, 게임 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요? 
7) 건강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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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기 수업계획안 

활동명 비만예방 프로그램 대상 만 5 세 지도교사 
황인주 

체육교사 

회차 8 회기/8 회기 중 주제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 

활동 형태 강의, 신체활동, 수료식 
집단 

구성 
대집단 수업 시간 60 분 

목표 

․ 가족이 함께 몸을 움직여 놀 수 있는 놀이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 스텝롤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따라 할 수 있다. 

․ 4 주간 배운 비만예방행동 실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활동 

단계 

활동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유의점 

회기 도입 

-건강선생님, 튼튼선생님과 인사 나누기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임을 알리고, 

참여 격려하기 

-오늘 활동 순서 안내하기, 수료식 안내 –강당 이동 

5 분 

교실에서 

강당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신체 

활동 

도입 
 

신체활동 8 (가족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놀이 2) 

-준비 체조로 몸풀기 
2 분 

음악, 

스피커 

전개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스트레칭 배워보기 2 

-스텝롤 이용한 달리기 -스텝롤 이용한 게임 활동 
20 분 

준비물: 

스텝롤 

마무리 
 

-마무리 체조 

-튼튼 선생님께 감사 인사하기 
3 분 

강당에서 

교실로 이동 

교실 안 

강의 및 

활동 

도입 
동기유발, 

목표확인 

1) 노래와 손유희 

2)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오늘은 비만예방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예요. 

- 오늘은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와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5 분 

준비물  

: 일정표 

PPT 

전개 

소재탐색, 

방법알기, 

실행 

3) 가족과 활발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놀이, 운동 

-줄넘기를 이용한 놀이 -훌라후프 이용한 놀이 

-우리나라 전래 놀이 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동물동작)/ 발레꽃이 피었습니다.(발레나 무용 동작) 

4)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공원 산책하기(장안공원, 숙지공원, 만석공원 등) 

-등산하기(팔달산, 광교산, 숙지산 등) 

-자전거 타기 -공놀이, 배드민턴 

-수원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화서다산도서관,슬기샘어린이도서관,수원시립선경도서관)  

15 분 

준비물 

: 강의 자료 

PPT,  

마무리 
평가, 

정리 

6) 비만예방을 위한 네 번째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 집에서 가만히 TV 보기, 게임하기, 모바일폰을 보는 

대신 가족들과 오늘 배운 놀이를 해봐요. 

7) 부모님께 뉴스레터 전달하기 약속 

-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말해보고, 

뉴스레터를 전달하기로 약속한다. 

8) 주말과제-선물 받은 줄넘기로 놀이하기 

9) 수료식-수료증과 선물(줄넘기) 증정식-기념 사진 촬영 

10 분 

준비물: 

수료증, 

선물(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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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별 주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회기  

 

 

2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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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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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기 

 

 

 

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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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기 

 

 

 

8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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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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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Program  

to Promote Obesity Prevention Behaviours  

for Pre-schoolers in Korea 

 

 

Hwang, Inj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of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valence of childhood obesity is increasing worldwide, and Korea is 

no exception. Interventions to promote obesity prevention behaviours are 

more effective for young children.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obesity prevention for young children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rogram to promote obesity prevention 

behaviours for pre-schoolers an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Korea. Social cognitive theory and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were 

used for the program development.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for 4 weeks including combined classroom lecture (30 minutes) and 

physical activity (30 minute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study design was used, and 72 five- to six-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experimental group = 33, control group = 39).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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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children’s knowledge and cognition 

of obesity prevention behaviours, intake of sugar-added beverages and fruits 

and vegetables, time of outdoor play and screen time, and parental self-

efficacy were measured. Data were analysed with SPSS/WIN 22.0 using 

descriptive analysis, χ
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increased knowledge (p = 

<.001), longer time of outdoor play on weekdays (p = .033) and weekends (p 

= .008), and shorter screen time on weekdays (p = .044). This study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an obesity prevention intervention at a kindergarten in 

Korea.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childhood obesity 

prevention in Korea. 

 

Key words: Childhood obesity, Obesity prevention intervention, Eating 

behavior, Physical activity, Screen time 

Student Number: 2013-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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