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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향후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신체활동 장애요인 및 증진요인
탐색과 신체활동량에 따른 인식 비교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연구대상은 학령기 아동 295명이며, 이 가운데 심층
면담 참여자는 20명이었다.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보행계수기를 사용하였고, 신체활동 장애
요인 및 증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신체활동량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하였고, 개방형 질문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신체활동량이 높
고 낮은 아동 가운데 자발적 면담참여자에 한해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한 후 녹취하였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
여 전사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체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개방형 반응은 총 892개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 학업, 생활태도, 정신, 주변 환경, 신체저하 순으로 6개의 일반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신체활동 증
진요인에 대한 개방형 반응은 총 772개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신체활동, 주변 환경, 마음가짐, 생활습관 개선 순
으로 4개의 일반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심층면담 결과로서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신체활동 참여와 운
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부모와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통한 유대감 형성, 대중매체에 조절에 대한 부모와
의 약속이행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낮은 아동은 신체활동 회피와 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운
동참여로의 물리적 및 인적환경의 부재, 대중매체 사용 증대, 부모와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등이 나타났다.
주요어 : 신체활동량, 장애요인, 증진요인

Ⅰ. 서론
신체활동은 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동
작들을 의미한다(Casperson, 1985). 이러한 신체활동
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휴
식 및 영양섭취와 함께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속에서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학교 및 학원에서의
과도한 학업량과 대중매체 사용에 따른 좌식행동이
늘어감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부족이 우려
되고 있다(강지훈, 구봉진, 2010).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부족은 비만을 유발하거나
(Batch, 2001),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 및 불안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 등의 부정적 문제들을 야기한다(Biddle,
Mutrie, 2007; Kolotkin, Meter, William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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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eck, 2001). 반면에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듯이 질병예방과 비만감소,

기분상태 개선 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이점을 가지
고 있다(강지훈, 2009; 백설향, 2008;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996).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신체활동 정도는 성
인기의 운동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아동기 신체활동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jønniksen, Anderssen, & Wold, 2008).
위와 같이, 아동에 있어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점을 고려하면, 학령기 아동에
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동의 신체활동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국외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살
펴보면, 싱가포르 건강증진원에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Health Promotion Board,
2011). 영국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매일 하루에 60
분 이상 중강도의 신체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근력, 유연성 및 골격의 건강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Cavill, Biddle, & Sallis, 2001). 미국의 경
우 아동은 매일,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중간-고강
도의 신체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은 고강도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미국보
건복지부에 제시되어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국내의 경우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제로 실
시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살펴보면,
아동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매일 한 시
간 이상하고, 최소 주 3일 이상은 고강도의 신체활동
을 권장하고 있다. 앞선 국외 및 국내의 기준을 종합
하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매일 또는 최소 5일
이상(최소 주3일은 고강도 신체활동 실시), 일일 60분
이상의 실천이 권장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은영, 황종남, 존 스펜스, 박지혜, 윤용진, 전용관,
2011; 조정환, 송금주, 2001; 조정환, 송금주, 2004;

Butcher, Sallis, Mayer, & Woodruff, 2008). 선행연구
가운데 이은영 등(2011)은 아동비만율의 증가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증가 등을 제시하
며, 국내에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이
9%에 불과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신체활동 부
족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된 신
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과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아쉽게도 이러한 물음에 대해 완벽한 답을 찾기란
어렵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량 증진
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일환으로 최근, 세계의 각국 정부에서는 아동의
신체활동 활성화와 증진을 위해 학교체육 활동을 적
극 지원하고 체육시설 보급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각
고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고된 세계 각국
의 체육활동 방안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체육활성
화를 위해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연계되어 아동들
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높인
다고 하였다. 영국은 체육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
여함으로써 직접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관장할 수 있
도록 정부가 학교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독
일의 경우 학생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상호협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부와 일
선 학교에서 스포츠강사제도 실시(구영호, 2011), 방과
후 체육활동 운영(이종형, 2011),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시행(송
영미, 이종형, 2014) 등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상기의 내용들과 같이, 국외 및 국내에서 아동의 신
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학교 및 기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증가
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Eaton, Marx, & Bowie,
2007),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도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
력으로 아동과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실시된 연구들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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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체활동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긍정
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민섭, 2004; 박문현, 정구인,
서연희, 2015; 이인화, 2012; Chetty, Edwards, 2007;
Gest, Graham-Bermann, & Hartup, 2001; Steinbeck,
2001; Trost, et al, 1996), 아동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심리연구(Biddle, Mutrie, 2007; Roach,
et al, 2003),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연구(강재
성, 배문엽, 2001; 안지연, 2007; 이현미, 김은경, 2007;
Bassett, Strath, 2002; Tudor-Locke, 2004) 등이 이뤄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과 신체활동과의 관
계와 아동에 있어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제시되어 있
지만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거나 규명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렇듯, 학계와 정부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활동 참여증가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아동
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즉, 아동이 신체활
동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아동이 무엇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자 다른 상황 속에서 아동이 생각하고 있는 신체활동
증진 방법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좀 더 아동의 신
체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아동이 신체활동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알아보
고 현재 아동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요인과 증진요
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신체활동이 높고 낮
은 아동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
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인식과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파악해봄으로써 추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강원도 C시에 위치한 5개의 초등학교

53

4, 5, 6학년 가운데 자발적 참여 및 부모의 허락과 해
당 학교 및 학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참여동의
서를 작성한 300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연구자의 접근용이 및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보행계수기 사용의 주의요구와 개
방형 질문응답 능력을 고려해서이다. 연구대상 가운데
보행계수 측정의 오류와 개방형 질문에 충실히 응답
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295명이 최종 연구대상이며,
이 가운데 심층면담에 참여한 인원은 20명이었으며,
심층면담 참여인원은 보행계수기를 활용하여 측정한
신체활동량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에게 심층면담 참여 의사를 물은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심층면담 대상자는 연구결
과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성별
학년
심층
면담

구분
남자
여자
4학년
5학년
6학년
남자
여자

사례수(n)
145
150
70
152
73
9
11

백분율(%)
49.2
50.8
23.7
51.5
24.7
45
55

2. 연구 도구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량 측정은 보행계수기를 사
용하여 7일 동안 보행계수를 파악한 후 1일 평균 신
체활동량과 신체활동량 분류를 실시하였다. 신체활동
장애요인과 증진요인 탐색은 개방형 설문지를 재작하
여 사용하였으며,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으로 진행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량
신체활동량 측정은 보행계수기(Pedometer)를 사용
하여 7일 동안 보행계수를 파악한 후 1일 평균 신체
활동량을 산출하였다. 보행계수기는 신체활동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보행수와 거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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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너지소비(energy cost)를 추정해서 신체활동량을
제시할 수 있다(Trost, 2001). 사용된 보행계수기는 계
측기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본 오므론사에서
제작한 OMRON(HJ-203) 제품이다. OMRON(HJ-203)
보행계수기는 7일 동안의 보행계수 저장, 칼로리 및
거리 계산 등의 기능과 가방이나 바지주머니에 넣어
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조작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표면 (시멘
트, 아스팔트, 잔디, 경사길, 건물복도 등)에서 여러
보행계수기의 검사 점수간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Omron 보행계수기는 기존 연구에서 빈도 높게 이용
된 보행계수기인 Yamax 제품보다 정확도가 3-5배 정
확한 것으로 밝혀졌다(Zhu와 Lee (2010). 측정된 보행
계수는 보행계수 일지를 만들어 7일 동안 보행계수를
측정한 후 일일평균 신체활동량을 기록하였다.

3)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귀납적으로 내용분석 하였고, 분석된 내용에서

도출된 일반영역과 세부영역을 기준으로 반구조화 된
형식의 심층면담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심층면
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구조화로 구성된 심층면
담 가이드 이외에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심층면
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소형녹음기(L60)로 녹취하였
다. 심층면담 가이드 내용은 ‘평소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자신의 생활패턴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활동에(운동포함) 대해서 말해주세요’, '
자신의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과 이러한
대중매체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신체활동을 하고 있나요‘ 등이다.
3. 조사절차

2) 개방형 질문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장애요인과 증진요인을 탐
색하기 위해 아동의 신체활동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고찰을 실행하였고, 문헌고찰의 종합된 내용을 토

대로 운동심리학자 2인, 아동발달교수 1인, 교육학 교
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전문가 회의
를 거쳐 개방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개방형 설문지
에는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
와 신체활동의 범위 등을 제시해 주었고, 다음으로 자
신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과 신체활동을 증
진시키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개방형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신체활동 장애요인과 증진요인 탐색용 개방형 설문지
구분

내
용
신체활동이란 우리 몸이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모든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 문 신체활동에는 모든 운동을 포함하기도 하고 일
상생활에서의 걷기, 계단 오르기, 청소, 동생돌
보기, 가사일 등을 말합니다.
1. 자신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장애요
문 항 인)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용 2. 자신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늘리기) 위해
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조사절차는 먼저 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부모의 아동참여 동의 결정을 기다렸
다. 이후 자율적 참여를 희망하고 연구자가 속한 기관
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동의서를 작성한 4, 5, 6
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 측정과 신체활동
장애요인 및 증진요인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
다. 이에 참가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별, 또는 강당에서
모이게 한 후,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의 취
지와 진행에 대한 설명과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한 보행
계수기 사용법과 보행일지 쓰는 법을 교육하였다. 교육
이 끝난 후 개방형 질문지 작성내용에 관한 설명을 실
시한 후 아동들의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질문지를 수거한 다음 보행계수기를 나누어 주었다.
일주일동안 보행계수기를 착용하고 매일 보행계수
일지를 기입하도록 한 뒤 일주일 후 다시 만나는 것
으로 하였다. 보행계수기가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리는
아동들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 보건담당 및 학
급 담임선생님에게 여분의 보행계수기를 지급하여 결
측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일주일 뒤 보행계수일지와 보행계수기를 수거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 및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면

이준석⋅강지훈

담을 위해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에게
심층면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자발적 참여를 희
망한 아동에 한해 진행하였다. 신체활동량 분류기준은
N(M, SD)에서 -1喷 , +1喷 를 기준으로 각 분류단위에
근사하는 백분위인 P16, P84점수를 토대로 높음, 보
통, 낮음의 3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심층면담은 교사
와 협의 후, 점심시간과 하교시간을 이용해 해당학교
교사 연구실에서 30분에서 50분 정도로 면담이 이루
어졌다. 면담내용은 녹취 후 컴퓨터에 각 개인별 폴더
를 만들어 저장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모든 자료에 대한 거짓, 임의 수정, 생략 등
을 하지 않고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295명 아동의 개
방형 질문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증진 및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는 많은 양의 원
자료를 공통된 의미로 분류하고, 결과를 축약하여 해
석할 수 있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자는 원자료를 수차례 숙독하여 응답내용의
의미를 공통성 여부에 따라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으
며, 논리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을 일반영역으
로 범주화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 자료의 내용타당도
를 확보하기 위해 운동심리학자 2인, 아동발달교수 1
인, 교육학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
였으며, 삼각합의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여 모두
가 동의한 내용만을 결과화 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
자료는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으로 분류하고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해 제작된 가이드는 신체활동 방해요
인과 증진요인의 일반영역과 세부영역으로 구성된 내
용을 연역적 방법을 통해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
구자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 과정을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 전반에 있어 심층면담 결과의 의미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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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해석
결과를 다시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구성원 간 검
토(member check)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 탐색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개방형 반응은 모두 892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60개의 1차 주
제영역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15개의 2차 세
부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대중매체,
학업, 생활태도, 정신, 주변 환경, 신체저하의 6개의 3
차 일반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범주화된
일반영역 주제에 대한 반응비율은 대중매체(49.4%),
학업(21.6%), 생활태도(13.3%), 정신(6.5%), 주변 환경
(5.7%), 신체저하(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초등학생의 TV시청과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대중매체의 이용과 학교와 학원에서의 학업활동이
신체활동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요인 탐색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활동 증진요인에
대한 개방형 반응은 모두 772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자료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108개의 1차 주
제영역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16개의 2차 세
부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직접적 신
체활동, 주변 환경, 마음가짐, 생활습관 개선 등 4개의
3차 일반영역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범주화된
일반영역 주제에 대한 반응비율은 직접적 신체활동
(34.5%), 주변 환경(22.7%), 마음가짐(22.5%), 생활습관
개선(20.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들은 걷거나 뛰기, 줄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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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 귀납적 분석 ( ~ 때문에 신체활동을 할 수가 없다)
1차 주제영역(n)

2차 세부영역(n-%)

TV시청(168), 컴퓨터게임(115), 스마트폰(94), 인터넷사용(48), 만화책(13), 영화보기(2), 전자기
대중매체(441-49.4%)
기 사용(1)
공부(74), 학원(55), 학원 및 학교 숙제(53), 학교(7), 학습지(4),
학업(193-21.6%)
잠을 많이 자서(33), 졸려서(11), 일찍 자서(1)
수면(45-5%)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12), 많이 먹어서(10), 배고파서(2), 편식(2), 짧은 식사시간(1) 식생활 습관(27-3.1%)
독서(17), 취미활동 할 시간 밖에 없어서(4), 그림 그리기(3), 피아노치기(1), 일기(1)
여가활동(26-2.9%)
차량이동(13), 엘리베이터 이용(1)
편의시설(14-1.6%)
좌식 생활 때문에(4), 앉아 있는 습관(2)
좌식행동(6-0.7%)
귀찮아서(27), 하기 싫어서(4), 운동 스트레스(2), 아직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1), 신체활동
부정적 사고(36-4%)
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1), 운동하면 살이 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1)
게을러서(9), 생각 없이 누워 있어서(3), 집에만 있어서(2), 움직이기 싫어서(2), 쉬고 싶어서(1)
게으름(17-1.9%)
운동을 미루게 돼서(3), 끈기 부족(1), 운동 포기(1)
끈기 부족(5-0.6%)
시간 부족(25), 날씨(8), 운동 장소 부족(5), 집이 좁아서(1)
물리적 환경(39-4.4%)
엄마의 잔소리(6), 운동할 때 동생이 따라 나와서(3), 함께 운동 할 친구가 없어서(2), 아빠가
인적 환경(12-1.3%)
운동을 싫어해서(1)
피곤해서(12), 힘이 들어서(3)
피로(15-1.7%)
체력 부족(7), 운동을 못해서(3), 운동을 못해 친구들이 놀려서(1)
운동능력 부족(11-1.2%)
운동하면 생기는 근육통(2), 뒷꿈치가 아파서(1), 아파서(1), 부상당해서(1)
신체통증(5-0.6%)

합계

3차 일반영역(n-%)
대중매체(441-49.4%)
학업(193-21.6%)

생활태도(118-13.3%)

정신(58-6.5%)

주변 환경(51-5.7%)

신체저하(31-3.5%)

(892-100%)

표 4.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요인 귀납적 분석(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 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
1차 주제영역(n)
걷기(39), 줄넘기(28), 뛰기(달리기, 조깅)(20), 축구(18), 자전거 타기(14), 농구(8), 훌라후프(7),
스트레칭(7), 계단 오르기(6), 운동학원 가기(6), 춤추기(5), 배드민턴(5), 야구(5), 수영(5), 운동
실천하기(5), 요가(4), 태권도(4), 아침운동(3), 쉽게 할 수 있는 운동하기(3), 등산(2), 스케이트(2),
턱걸이(2), 호신술(2), 술래잡기(1), 윗몸일으키기(1), 체조(1),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1),
친구들과 놀기(몸으로)(20), 청소하기(5), 심부름 하기(3), 집안일 거들기(3),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하기(1), 게임 활동(1), 호흡 잘하기(1), 동아리 활동(1),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기(1),
체력에 맞는 운동하기(1), 준비운동(1)
체력 늘리기 운동(21), 지구력 기르기 운동(3), 다리 힘 기르는 운동(1)
운동장소 필요(46), 운동시간 필요(40), 운동용품 필요(33), 학교 체육시간 늘리기(10), 보행계수
기 필요(3), 좋은 날씨(3)
운동친구 필요(28), 가족들과 같이 운동(9), 트레이너 필요(2), 친구 사귀기(1)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73), 운동하고 싶다는 마음가짐(20),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가짐(5),
운동 생각하기(2)
게임 즐기기(21), 재미있게 운동하기(3), 운동 즐기기(3)
운동 계획(15), 운동 목표 설정(5)
운동을 해야겠다는 의지(10), 노력(4), 끈기(3), 용기(3), 자신감(3), 책임감(1), 열심히 하기(1),
꾸준함(1)
스마트 폰 사용 줄이기(20), 티비 시청 줄이기(18), 컴퓨터 줄이기(5), 전자기기 줄이기(1),
만화 줄이기(1)
좋은 음식 먹기(20), 물 많이 마시기(3), 소식하기(3), 과식하지 않기(2), 다이어트(2), 우유
마시기(2), 비타민 먹기(1), 과일 먹기(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8), 충분히 잠자기(3), 잠 줄이기(1),
몸 움직이기(10), 밖에 많이 나가기(5), 운동량 늘이기(3), 엘리베이터 사용 줄이기(1), 시간
틈틈이 활기차게 생활하기(1), 집에 갈 때 걸어가기(1), 많이 돌아다니기(1),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기(1), 눕지 않기(1), 가만히 있지 않기(1)
생활 속 쉬는 시간 늘이기(7), 공부시간 줄이기(4), 운동시간 늘이기(3), 바쁜 일정 줄이기(1),
필요 없는 시간 필요 있게 쓰기(1)
게으름 피우지 않기(6), 부지런해지기(5), 규칙적인 생활(3)
학원 많이 안다니기(4), 숙제 줄이기(4), 주말에 공부하지 않기(1), 숙제 미리 해놓기(1), 독서
줄이기(1)

합계

2차 세부영역(n-%)

3차 일반영역(n-%)

운동 활동(204-26.4%)
생활속 신체 활동
(38-4.9%)

직접적 신체활동
(267-34.5%)

체력 향상 운동(25-3.2%)
물리적 환경(135-17.5%)
인적 환경(40-5.2%)
운동 필요성 인지
(100-13%)
즐거움(27-3.5%)
목표(20-2.6%)

주변 환경
(175-22.7%)

마음가짐
(173-22.5%)

정신(26-3.4%)
대중매체 조절(45-5.8%)
음식섭취 조절(34-4.4%)
수면조절(12-1.6%)
생활 움직임 변화
(25-3.2%)
시간조절(16-2.2%)
규칙적인 생활(14-1.8%)
학업조절(11-1.4%)

(772-100%)

생활습관 개선
(157-20.3%)

이준석⋅강지훈

57

표 5. 신체활동량에 따른 심층면담 대상
신체활동량 높은 아동
이름(성별)
학년
강O원(여)
5
김O대(남)
5
길O연(여)
6
송O하(여)
6
김O재(남)
6
박O훈(남)
6
이O건(남)
6
이O엽(남)
5
손O동(남)
5
최O윤(남)
5

신체활동량
17,218
18,506
16,459
14,652
17,092
16,584
29,296
26,640
25,449
21,024

직접적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운동장소와 시간, 함께
운동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등 주변 환경이 주요
신체활동 증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3.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량에 따른 신체활동
인식 비교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행계수기를 이용하
여 295명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신
체활동량은 11,361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M,
SD)에서 -1喷 , +1喷 를 기준으로 각 분류단위에 근사
하는 백분위인 P16, P84점수를 기준으로 신체활동량
이 높은 아동(13,918보 이상)과 낮은 아동(8,717보 이
하)으로 구분하였다. 심층면담은 분류기준에 따라 신
체활동량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 가운데 자발적 참
여를 희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
참석한 아동은 총 20명으로 <표 5>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량이 높은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
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신체활동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일 및 주말에 부모와 함께 신체활

동을 같이한다는 것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활동량 낮은 아동
이름(성별)
학년
유O인(여)
5
유O은(여)
5
전O린(여)
5
양O영(여)
5
이O연(여)
6
최O소(여)
6
이O진(여)
5
임O욱(남)
5
권O연(여)
5
최O우(남)
5

신체활동량
7,227
7,262
7,433
7,326
7,799
7,957
5,605
7,327
8,075
8,101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은근 많아요. 주말에는 함
께 운동도 하고 놀아요. 아빠와 춘천교육대학교에 가서
농구를 하거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자전거
를 타기도 해요. (이O엽)
부모님과 주말이나 휴일에 함께 공원에 가거나 가
평으로 운동하러 가요. 평일에는 금요일 저녁이나 월요
일 저녁에 가는 편이에요. 저녁에는 운동을 하러 나가
는데 아빠와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해요. 밖에서 운
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강O원)
엄마와는 특별한 건 없지만, 저녁 때 밥을 먹고 나
가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동생들과 놀거나 배드민턴을
치기도 해요. (송O하)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평소에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함으로써 활동적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평
일 방과 후 신체활동에 참가하거나 클럽활동을 함으
로써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갖게 되었으며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평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엄마랑은 소
파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월요일, 수요일에는
축구부 활동을 하고, 화, 목, 금요일에는 애들이랑 축구
해요. (손O동)
처음에 형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재밌어서 친구들을
따라 축구부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축구부에 들어간 후 축구가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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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토요 스포츠도 하다 보니까 운동도 달리기도 다
잘하게 되었어요. (최O윤)

다하고 운동해요. 농구나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면 스트
레스를 풀고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어요. (김O대)

TV시청 및 게임이나 스마트 폰 이용시간을 주로
부모님이 정해주며, 부모와의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키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매체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좋
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면 재밌고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살을 빼려는 것도 있고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하는 게 좋아서요. (이O건)

컴퓨터 게임 그런 건 잘 안 해요. 스마트폰은 자주
하는 건 같지 않고 틈날 때 마다 엄마가 허락할 때 그
냥 하긴 해요. (송O하)
텔레비전은 거의 안보고 게임은 일주일에 총 3시간
정도만 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께
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하지 못하게 하셔서
SNS에 대한 시간 소비는 없어요. (김O재)
집에 오면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30분만해야 해요.
30분정도만 해야 해요. 엄마랑 5학년 중간 때부터 약속
했어요.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좋아하는 영화를 유투브
를 통해 보기도 해요. 5~10분씩은 더 많이 할 수는 있
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편이에요.(박O훈)
엄마께서 정해주셔서 스마트폰은 공휴일에만 1시간
씩 하고, 게임도 주말에만 할 수 있지만, TV는 일주일
중에서 이틀정도 빼고 거의 매일 한 시간 정도 봐요.
(이O엽)

뭔가 되게 상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같이
놀았던 것 때문에 추억이 쌓여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요. 운동을 하면 다리 근력도 좋아지고 시합을 할 때
이길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하면 키도 크니까 건강에 좋
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 보니 키가 크게 됐어요. 그
래서 운동을 좋아하게 됐고 잘하게 됐어요. 달리기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달리기 시합을 엄청 많이 하
고 뛰는 거나 노는 거를 좋아해요. 공으로 하는 운동
빼고는 다 좋아해요. (길O연)

신체활동을 잘 하지 않거나 부족한 친구들은 운동
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그러
한 아동들을 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자신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어하는 활동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운동의 경험과 운동 찾아보기를 권유하
고 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각자 하나씩은 있으니까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다른 운동도
겸하면서 운동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
른 운동도 익숙해지고 운동을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잘 안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운

엄마께서 컴퓨터를 2시간만 하라고 하셨고, TV는
30분정도만 봐요. (최O윤)

동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권유한다면, 그 친구들도 운동
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이O엽)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운동을 하면 몸이 튼
튼해지고 건강해지며, 기분이 좋아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운동을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사촌형이 운동을 싫어하는데, 축구보다 컴퓨터가
재밌거나 재밌는 게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이 몸에 안 맞거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요. 저

튼튼해지고 땀도 흘리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잘 될
것 같고, 시험기간에는 거의 3시간 동안 수학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되게 아픈데 집에 와서 숙제를

랑 형이 사촌형에게 매일 같이 축구하자고 하는데도,
사촌형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항상 컴퓨터만 한다
고 해요. 날씬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
까 통통해졌어요. (손O동)
5학년 때 친구들이랑 탁구를 치게 됐는데 재밌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귀찮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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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러니까 같이 축구하자고 권유도 해보고 약속을
정해서 운동을 해야 해요. (이O건)

중매체는 주로 재미있어서, 심심하거나 친구들과 소통
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활동량이 낮은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
적 생각과 참여에 대한 회피와 거부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운동을 통한 건강에 대

TV시청은 2시간, 핸드폰은 하루에 3시간정도요. 게
임은 30분~1시간이요. 주로 핸드폰으로 카카오스토리
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해요. 스마트폰 은 주

한 혜택보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운
동 중 땀이 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며, 재미를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는 안 좋아
해요. 땀을 흘리는 느낌을 좀 안 좋아해서요. (중략)...
줄넘기를 하는 게 좋지도 않고 엄마 때문에 나가는 것
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지만 앞으로
는 귀찮아져서 안할 것 같아요. 신체활동이 매우 재밌
기도 하지만, 가끔은 하기 싫어서 귀찮아요. (이O진)
운동은 좋아하는 편인데, 잘은 못해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나가려면 옷을 또 챙겨 입어야 하고 집 앞으로
나가서 놀만한 데를 찾아야 하는데 장소가 없고 같이
가줄 사람도 없어요. (유O인)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만화책을 보는
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보는 거에요. 저는
땀나는 게 끈적거려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샤워가 좋
아도 땀이 나면 싫어요. 바꾸려고 해봐도 땀이 나면 옷
이 몸에 달라붙고, 그 옷을 뗄 때의 끈적임이 너무 싫
어요. (유O은)
체력이 약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에요. 체육
을 제일 싫어해요. 운동은 땀만 흘려서 싫어요. 엄마가
체력을 기르라고 해서 일부러 많이 하는 거에요. 원래
는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하고 운동이 재밌거나 그런 건
못 느껴요. (전O린)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의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신체활동이 높은 아동들과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

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해요. (이O진)
컴퓨터 게임은 1시간, 스마트폰도 1시간이요. 그러
게요. 할 게 없어서요. 다른 거는 이미 했던 거라 질리
지만 컴퓨터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은 새로운 재미를 찾
을 수 있어요.(유O인)
저녁 8시쯤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요. 컴퓨터 게임은 잘 안 해요. 텔레비전은
1시간정도 보고 휴대폰은 2시간이요.(양O영)
저는 스마트폰이 없고 하루에 컴퓨터 게임은 1~2시
간정도 하고 TV는 2~3시간 정도 시청해요.(권O연)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은 부모와의 신체활동 기
회와 유대감이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은 부모들이
일이 바쁘거나 체육활동을 싫어하여 자신들과 함께하
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활
동 할 수 있는 시간을 희망하고 있다.
부모님과 어울리는 활동은 별로 없어요. 엄마는 일
이 바쁘시고 아빠는 회사를 늦게 출근하시고 늦게 돌
아오시는 편이라서 새벽4시에 오시고 가는 것도 학교
끝나고 가셔요. 잠깐 집에 오실 때도 10분밖에 못 만나
서 주말시간 있을 때 빼고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엄마
는 맨날 컴퓨터 작업만 하니까 노는 시간이 없으시고
다른 친구들의 엄마에 비해서 저희에게 신경을 별로
안 써주는 것 같아요. (유O인)
부모님 두 분 다 체육을 싫어하셔요. 엄마는 직접 엄마
가 말씀하셨고 아빠는 산책 조금 하는 것도 차를 타고
나가시려고 하셔서요. 주말에 엄마하고 저는 산책을 나가
는 거에 찬성하는데, 아빠는 반대하다가도 겨우 나가는
거에요. 아빠는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은 딱 질색이라고 하셨어요. (전O린)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 및 증진요인 탐색과신체활동량에 따른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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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학원을 가면 엄
마랑은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이O연)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셔서 서울에 계시고
집에 가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세요. (최O소)
두 분 다 일을 나가셔요. 지금은 부모님과 활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권
O연)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 가운데는 운동을 하고
싶지만 물리적 및 인적 환경에 의해 운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물리적 환경으로는
장소와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인적 환경은 함께 신체
활동을 할 친구나 가족의 부재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 기회가 별로 없었
는데 그렇게 놀면 더 활동적이게 되고 동생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 시간에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문제에요.
같이 연락되거나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다 학원가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는 한 명 밖에 없어요.(유O인)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집 앞은 주차장이나 도로에
요. 집에서 줄넘기 하나만 돌려도 텔레비전이 망가져버
려요.(유O은)
학교나 학원에 가야돼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
요. 끝나면 애들이 없어요. 노는 게 더 재밌는데 친구
가 바빠서 휴대폰을 해요. 운동이 재밌는데 할 게 없어
서 텔레비전을 봐요.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같이 할
친구가 없어요. (양O영)
같이 할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최O소)

Ⅳ. 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신체활

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신체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명확한 프
로그램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향후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 연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
고 실시하였다. 목적에 따라 현재 학령기 아동의 신체
활동 장애요인과 증진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신체활동
량 차이에 따른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으로는 대중매체, 학업,
생활태도, 정신, 주변 환경, 신체저하 순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 가운데 대중매체 사용은 아동의 신체활동
을 방해하는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영
역에서 TV시청, 컴퓨터게임, 스마튼폰 순으로 나타났
다. 즉, 아동 스스로도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
의 이유로 자신이 신체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지훈과 구봉진(2010)의 학령
기 아동의 TV시청, 컴퓨터게임과 신체활동량간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 조정환, 송금주(2001)가 초등학생
의 생활패턴을 조사한 연구에서 비 신체적 활동의 주
요 원인은 컴퓨터와 TV비디오 시청, 공부라고 제시한
결과 등과 일치하고 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9-11세 아동청소년의
TV/비디오 시청 시간을 알아본 결과, 주중과 주말에
평균적으로 3시간미만으로 TV/비디오 시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하지만 2013
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서는 TV시청,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즉, 아동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권장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
체의 오랜 노출은 또래관계에 제한을 두어 정서적, 사
회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신현진, 1996),
좌식행동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저하와 해당 매체에
중독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아동들의 대중매체 선호는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동들은 TV,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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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스마트폰 등의 대중매체 이용을 재미있어서, 질리
지 않아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 가운데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
들은 대중매체 이용을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보다
선호정도가 적었고 이용시간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의 통제가 개연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똑같
이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활
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생각
과 신체활동으로의 참여를 좋아하였고, 재미를 가진다
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원인으로는 신체활동에서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험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부모와의 신체활동 참여경험을 통해 운동을 좋아하였
고, 부모와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즉,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신
체활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신체활동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주장은 Trost 등(2003)의 부모 행동이 자녀
의 체육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 대부분의 아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한 사회적
영향은 부모이며, 부모는 역할모델, 격려,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성향을 갖
도록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들(Biddle & Goudas, 1996; DiLorenzo,
Stuckery-Ropp, VanderWal, & Gotham, 1998)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학업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학
교와 학원, 개인공부로 인해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2009)
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
교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2시간 18분을 학원에서 보내고, 학교에서는 7시간 3
분, 개인공부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조사되었다. 결과
적으로 총 학업관련 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어선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된 앞선 대중매체 이용시간
이 3시간, 학업시간이 10시간으로 본다면 학령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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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3시간을 좌식생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수면시간은 9시
간이라는 것을(보건복지부, 2009) 감안하면, 아동은 하
루에 2시간 정도의 여유시간밖에 없다. 2시간도 학교
와 학원 등 이동시간, 개인용무시간을 고려해보면 하
루 24시간이 모자를 듯 싶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와 학업 등은 기존의 연구들에
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아동의 좌식행동을 심화시
키고 결국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
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체활동
장애요인 탐색과정에 나타난 생활태도, 정신, 주변 환
경, 신체저하 측면도 중요할 수 있지만 대중매체와 학
업이 가장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것으
로서 대중매체의 효과적 조절방법의 대안과 지나친
학구열 감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요인으로는 직
접적 신체활동, 주변 환경, 마음가짐, 생활습관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접적 신체활동은 각종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 속에서의 신체활동 등을 의미
하며, 주변환경은 운동장소와 시간, 운동용품의 필요
성 등의 물리적 환경과 신체활동을 함께 할 주요타자
들의 인적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인지적 해석차이라고 판단된다. 즉 신체활동을 증진시
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동들은 무조건 직접적으로 몸
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해야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
고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어서 아동들은 운동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신체
활동 증진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즉,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운동용품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구나 부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제시한 박경만, 정주혁과 김맹규
(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박경만
등(2013)에 따르면, 아동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신체활
동에 주요한 촉진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활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이 더 신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신체활동 증진요인 가
운데 인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현재 아동들의 생활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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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주로 학교나 학원 또는
집에서 생활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
지 않는 아동과 맞벌이 부모들을 생각하면 실로 인적
환경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 내용에서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신체활동을 희망하지만
부모들의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학원
이 끝나면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진술한 것
을 보면 신체활동 증진요인에서의 주변환경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신체활동량의 분류에 따른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
과 낮은 아동과의 인식비교를 살펴보면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신체활동 참여와 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부모와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통한 유대
감 형성, 대중매체에 조절에 대한 부모와의 약속이행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낮은 아동은 땀과
번거로움, 운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신체
활동 회피와 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운동참여
로의 물리적 및 인적환경의 부재, 대중매체 사용 증
대, 부모와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부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함과, 동시에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선행
연구 가운데, 오이화(2006)는 폐쇄형 설문을 통해 초
등학교 학생의 운동방해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 고강
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이 중강도 및 저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보다 운동방해를 적게 받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강도 학생들의 신체활동 방
해요인으로 운동장소 및 기구 등의 환경‧지리적 방해
요인과 땀이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함, 운동할
동료 부재, TV시청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제시
함으로써 본 연구의 낮은 신체활동 아동의 인식결과
를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신체활동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과의 인식
차이결과에서 부모의 역할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언어적 지원과 역할이 아동의 신체
적 활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제시
한 Biddle과 Goudas(1996)의 연구, 스포츠사회화 과정
에서 부모의 격려가 자녀의 스포츠참여 요인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Mcpherson, Curtis와

Loy(1989)의 연구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즉 부모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 행동이나 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스포츠 참여에
서 피사회자의 태도, 가치관 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타자의 역할을 주장한 Leonard(1988)의 연
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가족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신체활동에 대
한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차이가 무
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아동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과 증
진요인을 설문검사를 통해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은 대중매
체, 학업, 생활 태도, 정신, 주변 환경, 신체 저하의 순
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증진요인은 직접적
신체활동, 주변 환경, 마음가짐, 생활습관 개선의 순으
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활동량이 높은 아동들은 신체활동을 좋
아하며, 부모와 신체활동을 함께하며 대화도 많았다.
그러나 신체활동량이 낮은 아동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회피와 거부감
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
언을 하자면, 첫째, 현재의 아동신체활동프로그램 대
부분이 운동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벗어나 신체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심어주기
가 필요할 것이고 부모와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는 대중매체
의 중재방법 조절, 효율적 여가시간사용 방법 등이 고
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가 아동행동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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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강경진, 박기득, 이안수(2013). 학생건강체력평가제
(PAPS)에 대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및 효
율적인 운영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35-49.
강재성, 배문엽 (2001). 초등학생 일상생활의 신체활동
량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1), 59-72.
강지훈(2009). 비만아동의 신체활동량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강지훈, 구봉진(2010). 초등학생의 TV 및 게임 이용시간
이 신체활동량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 201-212.
구영호(2011). 초등학교 체육의 희망!!!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아시나요?. 스포츠과학, 115, 90-101.
김민섭(2004). 아동의 방과후 체육활동이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6),
105-113.
박경만, 정주혁, 김맹규(2013).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높
이기 위한 방법 및 전략에 관한 최신 동향. 한
국체육교육학회지, 18(3), 205-218.
박문현, 정구인, 서연희(2015). 초등학생의 운동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자아탄력성 및 행복감
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1), 165-181.
백설향(2008). 신체활동이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 대
한비만학회지, 17(2), 55-64.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3).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송영미, 이종형(2014).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참여 실태에 따른 정책제안. 한국체육정책학
회지, 12(2), 11-25.

63

신현진 (1996). 유아의 TV 시청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
원.
안지연 (2007). 초등학생의 신체활동측정도구 개발.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오이화(2006). 초등학교 학생의 운동방해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은영, 황종남, 존 스펜스, 박지혜, 윤용진, 전용관
(2011).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가이드라인 개
발을 위한 비판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0(6), 171-182.
이인화(2012). 신체활동 참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
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
회지, 17(4), 101-111.
이종형(2011). 초등학교 방과 후 체육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3), 141-154.
이현미, 김은경(2007).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1일 평균 보
행수, 활동량 및 활동계수 평가.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 12(3), 361-371.
조정환, 송금주(2001). 초등학생의 비 신체적 활동 유형
연구.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3(2), 55-75.
조정환, 송금주(2004). 어린이 청소년 신체상 평가의 방
향.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6(2), 69-85.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01~10 신체활동 실천율 악화
이유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세계 각국의 초, 중등 체육
활성화정책.
Bassett, D. R. J., & Strath, S. J. (2002). Use of pedometers
to assess physical activity. In Gregory J.
Welk(Ed.), Physical activity assessments for
health-related Research (pp. 163-178).
Champaign, H.: Human Kinetics.
Batch, J. (2001). Pediatrics obesity in childhood :
Motivating the obese child. Current
Therapeutics, 42(2), 57-71.
Biddle, S. J., & Mutrie, H, N. (2007). Psychology of
physical activity. chapter 9: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anxiety and
depression: can physical activity beat the

64

학령기 아동의 신체활동 장애요인 및 증진요인 탐색과신체활동량에 따른 인식 비교

blues and help with your nerves. 2nd ed.
London: Routledge, 99-242.
Biddle, S., Goudas, M. (1996). Analysis of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nd its association with
adult encouragement and social cognitive
variables. J. Sch. Health, 66, 75-78.
Butcher K., Sallis JF., Mayer JA., Woodruff S. (2008).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guideline compliance for adolescents in 100 U.S. Cities. J
Adolesc Health, 42(4), 360-368.
Casperson, L. W. (1985). Erratum: Solvable hill
equation. Physical review. A, 31(4), 2743.
Chetty, J. , Edwards, S. D. (2007). An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exercise as a medium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mong institutionalised
children, Journal for Rese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29(2) 1-10.
DiLorenzo, T. M., Stuckey-Ropp, R. C., VanderWal, J.
S., Gotham, H. J. (1998). Determinants of exercise among children II: a longitudinal
analysis. Prev. Med. 27, 470-477.
Eaton, D. K., Marx, E., & Bowie, S. E. (2007). Faculty
and staff health promotion: results from the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tudy
2006. Journal of School health, 77(8), 557-66.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
(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e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 23-40.
Kjønniksen, L., Anderssen, N., & Wold, B.(2008)
‘Organized Youth Sport as a Predictor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hood’.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18,
1-9.
Kolotkin, R. L., Meter, K., & Williams, G. R. (2001).
Quality of life and obesity. Obesity Reviews,

2(4), 219-232.
Leonard(1988).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innesota : Burgess Publishing
Company.
McPherson. B. D., Curtis. J., & Loy. J. W. (1989).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1996). Physical activity
and cardiovascular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 241-246.
Roach, J. B., Yadrick, M. K., Johnson, J. T., Boudreaux,
L. J., Forsythe, W. A., & Billon, W. (2003).
Using self-efficacy to predict weight loss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American Diet
Association, 103, 1357-1359.
Steinbeck, K. S. (2001).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in the prevention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childhood: a review and an
opinion. Obesity Reviews, 2, 117-130.
Trost S. G. (2001). Objective measurement of physical
activity in youth: current issues, future
directions. Exercise & Sport Science Review,
29(1), 32-36.
Trost, S. G., Pate, R. R., Dowda, M., Saunders, R.,
Ward, D. S., & Felton, G. (1996).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y and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in rural fifth grade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April, 66(4),
145-50.
Tudor-Locke, C. E. (2004). Exercise Prescription Using
Pedometers. Canadian Association of Cardiac
Rehabilitation, 12, 1-6.
Zhu, W., & Lee, M. (2010). Invariance of wearing location of Omron-BI pedometer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7(6), 706-717.

이준석⋅강지훈

65

ABSTRACTS

Comparative Analysis on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ward Physical Activity Barriers and Promotion Factors based on
Physical Activity Level
Lee, Joon-Soek⋅Kang, Ji-Hoon(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fo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physical activity promo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comparing their recognition toward physical activity barriers and promotion factor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level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A comptometer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A opened questionnaire was employed to collect data on
phsical activity barriers and promotion factors. A statistical computer program was utilized to classify physical
activity level of the study subjects. An inductive contents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data collected. An
unstructured interview was performed for those subjects with voluntary will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data collected was encoded using word processor. The result
revealed 892 physical activity barriers, which were classified as mass media, school work, daily habit,
mentality, physical environment, and physical deterioration. The result showed 772 physical activity facilitators,
which include direct physical activity, physical environment, lifestyle improvement, and mind set. As for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children with high physical activity levels were aware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physical activity positively, recognizing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with their parents as
an opportunity to create rapport with others and to keep their promise to control mass media usage with
their parents. Children with low physical activity levels recognized physical activity avoidance and physical
activity negatively, revealing the absence of physical as well as human environment, elevated mass media
usage, and the lack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with parents.
※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Barriers Factors, Promo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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