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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체를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서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 15차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전체 대상자 중 정상체질량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한 13-18세 청소년 9,635명으로 남자 3,640명과 여자 5,995명이었다. 주요 분석방법은 신체인지왜곡을 가진 청소
년의 성별에 따른 정서와 일반적, 신체적 및 심리적 요인간의 관계는 복합표본통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주요 결과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할수록 남녀 모두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이 높았으며 대부분 유의하였다
(p<.05). 또한 신체활동을 안하는 경우 남녀 모두 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슬픔과 절망감은 신체활동을 안하는 경우
더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결과는 신체인지 왜곡 청소년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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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istorted body image in adolescents 
according to sex. The data obtained from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9). The 
subjects included 9,635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body type as overweight, despite having a 
normal body mass index. The main finding indicated that high levels of fast food consumption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feelings of stress, sadness, and despair in both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both males and females experienced elevated levels of stress, sadness, and despair when 
they perceived that they were not sufficiently physically a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with distorted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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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체 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감정이
며[1] 신체인지 왜곡은 개인이 가지는 자신의 객관적인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정도 이다[2]. 신체에 대한 바람
직한 체형인식 기준을 갖지 못할 경우 자신의 체형을 왜
곡되게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왜곡은 부적절한 체중 감
소 시도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3]. 또한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인 신체인지가 일치하지 않는 신체인지 왜곡은 평
균 체중 범위와 평균 체질량 지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을 저체중 혹은 과체중으로 인지하는 것이다[4]. 
신체 인지 왜곡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신체 이미
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
념 형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5,6]. 또한 청소년
의 정신건강은 Body mass index 등의 객관적 근거뿐만 
아니라 주관적 체형인식과 관련되어 있다[7]. 여성의 경
우 남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8]. 또한 여성은 마른 몸을 선호하는 반
면[9] 남성은 근육질의 몸을 가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등[10,11] 남녀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의 24.1%와 고등학생의 28%
가 자신의 신체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또한  50.5%가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결
과도 있다[13]. 해외 연구에서도 85%의 청소년이 정상 
체중이었음에도 남학생의 56%와 여학생의 44%만이 자
신의 체중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14].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옳은 것으로 인식 하
게 되고 획일화된 신체에 대한 미적 기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자칫 평생 고착되는 상황이 우려
된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외모에 더욱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질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외모에 의해 대인관
계 및 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15].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마른 몸에 
대한 선호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고 이는 불
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문제 발생과도 관련된다. 이와 함
께 정확하지 못한 신체 인지는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6]. 

기존의 연구들은 신체 인지 왜곡 문제에 있어서 실제
로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7,18]. 그러나 신체인지 왜곡은 
전반적인 청소년의 문제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체중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한 것으로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신체 불만족으로 연결되어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물복용, 흡연 등의 
잘못된 건강행태를 취하게 될 수 있다[19]. 현재까지 정
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하게 인지하는 신체
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남녀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개별화된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
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20]. 또한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스트레스 인지와 자
살생각과 자살계획, 더 나아가 자살시도의 위험비가 상대
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실제로 부정적
인 신체상 인지가 심해지고 심리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살생각, 자살시도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령별 체
질량 지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
지하는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이 상대적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 
전체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통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
였다. 현재까지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의 영향요인을 대표성 있
는 자료를 통하여 성별비교를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의 성별에 적합한 
신체인지 왜곡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로 성별에 따른 신체를 왜곡
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서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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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대상자 수는 

60,100명이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23]의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
위수 미만인 남자 20,474명과 여자 20,313명 중에서 체
질량지수 기준 정상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
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한(‘매우 마른 편’ 1점에서 
‘매우 살이 찐 편’ 5점으로 구성된 주관적 체형인지 문항
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과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인지) 13-18세 청소년 9,635명으로 남자 3,640명과 여
자 5,995명이었다. 

2.3 조사 방법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
인조사이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제117058호)
이며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통계를 산출
하는 것이며, 통계 자료는 청소년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
업의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인터넷이 가능
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총 800개교, 
12-18세 60,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컴퓨
터실에서 표본학급 학생들에게 1인 1대의 컴퓨터를 배정
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
인조사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전체 과정은 수업시간 
45-50분 동안 진행되었다. 모든 자료는 가중치 산출 자
료로 활용되었다.

2.4 연구 변수
본 연구의 변수는 일반적 특성, 신체적⦁심리적 특성

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주

당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이다.
-나이: 13-15세와 16-18세로 구분하였다.
-학업성적: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경제수준: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주당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 0, 1-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요인은 주당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일 

수, 체중조절 노력이다.
-주당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일 수: 0, 1-2일, 3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체중조절노력: 노력안함, 감소노력, 증가노력 또는 
유지노력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요인은 주관적 건강과 자살생각유무이다. 
-주관적 건강: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자살생각 유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정서는 스트레스, 2주내내 슬픔과 절망감 유무이다.
-스트레스: 많이 느낌, 보통, 조금 느낌으로 구분하였
다.

-2주내내 슬픔과 절망감 유무: 2주 내내 슬픔과 절망
감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

의 복합표본 분석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합표
본계획파일을 생성한 후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신체적∙심리적 특성들의 정도는 
복합표본통계의 실수와 가중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그룹간의 비교는 복합표본통계의 chi-square test
를 이용하였다.

⦁신체를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서와 일반적∙신체적∙심리적 요인간의 관계
는 복합표본통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나이, 학업성적, 경제수준,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나이가 어렸고,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좋았으며, 더 자주 패스트푸드를 섭취 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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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weight %)
Male(n=3640) Female(n=5995)

x2(p)
n(weight %) n(weight %)

Age(yr)
13-15 5437(53.5) 2147(55.7) 3290(52.1) 11.834

(.037)16-18 4198(46.5) 1493(44.3) 27.5(47.9)

Academic grades

High 1097(11.0) 532(13.9) 565(9.2)
49.267
(<.001)Middle 7497(78.3) 2726(75.5) 5995(80.0)

Low 1041(10.8) 382(10.7) 565(10.8)

Economic
status

High 840(8.8) 435(12.1) 405(6.9)
73.934
(<.001)Middle 8548(88.8) 3109(85.5) 5439(90.7)

Low 247(2.4) 96(2.4) 151(2.4)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week)

0 1715(17.6) 641(16.8) 1074(18.1)
14.519
(.003)1-2 5548(57.5) 2049(56.2) 3499(58.2)

≥3 2372(25.0) 950(27.1) 1422(23.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roups                                                        (N=9635)

Characteristics n(weight %)
Male(n=3640) Female(n=5995)

x2(p)
n(weight %) n(weight %)

Physical 
factors

Physical 
activity(/week)

0 3721(39.3) 902(25.3) 2819(47.9)
728.829
(<.001)1-2 3057(31.9) 1112(31.4) 1945(32.2)

≥3 2857(28.8) 1626(43.3) 1231(19.9)

Weight control 
effort

No effort 3641(38.6) 1556(43.4) 2085(35.7)

121.839
(<.001)

Weight loss 4810(49.4) 1545(42.3) 3265(53.7)

Weight gain or
Keep weight 1184(12.0) 539(14.3) 645(10.6)

Psycholo-gi
cal factors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6214(64.1) 2662(72.3) 7552(59.1)
177.198
(<.001)Moderate 2551(26.9) 752(21.2) 1799(30.4)

Not healthy 870(8.9) 226(6.4) 644(10.5)

Thoughts of 
suicide

Yes 1519(15.6) 371(10.2) 1148(18.9) 136.327
(<.001)No 816(84.4) 3269(89.9) 5995(81.1)

Stress
Yes 4532(47.1) 1289(35.8) 3243(53.9) 300.925

(<.001)No 5103(52.9) 2351(64.2) 2752(46.1)

Sadness & 
despair

Yes 3137(32.6) 860(24.1) 2277(37.7) 196.225
(<.001)No 6498(67.4) 2780(75.9) 3718(62.3)

Table 2. Physical ∙ Psychological related Factors of Groups                                            (N=9635)

3.2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비교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모두에서 두 그룹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신체적 운동을 더 자주했으며 체

중감소 노력은 더 적었다. 주관적 건강에서 더 건강하게 
인지하였고, 자살생각은 더 적었다.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 모두 여자에 비해 적게 인지하였다(p<.001).

3.3 성별에 따른 슬픔과 절망감 관련 요인
스트레스는 남자의 경우 경제수준,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 자살생각, 슬픔과 절망감에
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학업성적, 패
스트푸드 섭취빈도,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 자살생각, 슬
픔과 절망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 두 그룹 간 차
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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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ale(n=3640) Female(n=5995)

Stress Sadness & despair Stress Sadness & des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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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yr)
13-15 0.892 0.776-1.031 .125 0.698 0.584-0.835 .001 0.900 0.798-1.016 .088 0.903 0.791-1.031 .132

16-18 1.0 1.0 1.0 1.0

Academic grades

High 1.010 0.761-1.340 .945 0.684 0.480-0.975 .036 0.914 0.701-1.192 .506 0.669 0.508-0.881 .004

Middle 0.896 0.713-1.125 .343 0.794 0.600-1.049 .104 0.788 0.641-0.968 .023 0.824 0.673-1.008 .059

Low 1.0 1.0 1.0 1.0

Economic
status

High 0.539 0.330-0.879 .013 0.701 0.405-1.214 .205 0.669 0.417-1.073 .095 0.707 0.474-1.054 .089

Middle 0.529 0.335-0.835 .006 0.889 0.548-1.442 .634 0.698 0.457-1.064 .095 0.710 0.503-1.003 .052

Low 1.0 1.0 1.0 1.0

Frequency of 
eating fast food 

(/week)

0 0.786 0.629-0.982 .034 0.763 0.577-1.009 .058 0.958 0.800-1.147 .640 0.686 0.576-0.817 <.001

1-2 0.804 0.682-0.947 .009 0.906 0.739-1.110 .340 0.829 0.729-0.943 .004 0.745 0.652-0.850 <.001

≥3 1.0 1.0 1.0 1.0

Physical 
activity(/week)

0 1.091 0.900-1.323 .376 0.671 0.529-0.851 .001 1.190 1.012-1.399 .035 0.737 0.627-0.867 <.001

1-2 1.298 1.083-1.554 .005 0.892 0.726-1.096 .277 1.250 1.053-1.484 .011 0.872 0.740-1.027 .101

≥3 1.0 1.0 1.0 1.0

Weight control 
effort

No effort 0.919 0.726-1.164 .483 0.788 0.607-1.022 .072 0.998 0.819-1.215 .981 0.846 0.683-1.048 .126

Weight loss 0.967 0.762-1.226 .780 1.027 0.796-1.326 .836 0.956 0.796-1.149 .633 1.073 0.871-1.321 .508

Weight gain or
Keep weight 1.0 1.0 1.0 1.0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0.309 0.223-0.428 <.001 0.681 0.489-0.948 .023 0.314 0.249-0.396 <.001 0.670 0.551-0.815 <.001

Moderate 0.547 0.391-0.766 <.001 0.847 0.602-1.192 .341 0.579 0.455-0.738 <.001 0.901 0.736-1.103 .313

Not healthy 1.0 1.0 1.0 1.0

 Thoughts of 
suicide

Yes 1.0 1.0 1.0 1.0

No 0.312 0.233-0.418 <.001 0.150 0.114-0.196 <.001 0.332 0.275-0.401 <.001 0.198 0.169-0.231 <.001

Stress
Yes 1.0 1.0

No 0.285 0.242-0.335 <.001 0.276 0.244-0.312 <.001

Sadness & despair
Yes 1.0 1.0

No 0.285 0.242-0.335 <.001 0.276 0.244-0.313 <.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Sadness and Despair                                                   (N=9635)

학업성적이 낮은 여자 대상자에 비해 중간인 대상자가 
0.788배(p=.023)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나 남자대상자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수준의 경우 남자 대
상자는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에 0.539
배(p=.013), 중간인 경우에 0.529배(p=.006)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대상자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의 경우 주당 3회 이상 
섭취하는 남자 대상자에 비해 섭취를 안 하는 남자대상
자의 경우에 0.786배(p=.034)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의 경우 여자 대상자에게서 안 
하는 경우에 1.190배(p=.035)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남, 녀 모두에게서 건강하다
고 인지하는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살생각도 있는 대상자에 비해 없는 대상자가 
남자의 경우 0.312배(p<.001), 여자의 경우 0.332배

(p<.001) 낮게 나타났다. 슬픔과 절망의 경우에도 있는 
대상자에 비해 없는 대상자가 남자의 경우 0.285배
(p<.001), 여자의 경우 0.276배(p<.001) 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슬픔과 절망감은 남자의 경우 나이, 학업성적, 신체활
동, 주관적 건강, 자살생각,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관련성
이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학업성적, 패스트푸드 섭취빈
도,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 자살생각, 슬픔과 절망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가 있었다.

슬픔과 절망의 경우 남, 녀 모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에 0.684배(p=.036), 0.669배(p=.004) 
슬픔과 절망을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대
상자의 경우 패스트푸드를 주당 3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에 비해 섭취는 안하는 경우에 0.686배(p<.001), 1-2회 
섭취하는 경우 0.745배(p<.001) 슬픔과 절망을 적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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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남, 녀 대상자 모두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경우
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슬픔과 절망
을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이 있는 대
상자에 비해 없는 남자대상자는 0.150배(p<.001), 여자
대상자는 0.198배(p<.001) 슬픔과 절망을 적게 인지하
였고, 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 비해 없는 남자대상자는 
0.285배(p<.001), 여자대상자는 0.276배(p<.001) 슬픔
과 절망을 적게 인지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제 15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
의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남학생이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여학생에 비해 주관적으로 자신을 더 건강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살생각과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 역시 적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단순비교
는 어렵지만,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과 불
안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성별 차이에서 일
치한다[24,25]. 청소년들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
을 경험하고 이를 반추 하는 과정에서 우울이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특히 이런 부정적인 경험의 
반추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7]. 따라서 부정적인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
는 여학생의 정서 중재 전략과 대처방식과 남학생의 중
재 전략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신체인지 왜곡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성적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인 경우, 즉 더 높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며 신체활동을 안하는 경우 스트
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주관적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학생이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1.21배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
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를 2.27배 더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다[28]. 다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과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9]. 또한 이전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1.33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28]. 

본 연구에서도 13세에서 15세와 16세에서 18세로 연
령을 구분하여 연령별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확인한 
결과 13세에서 15세가 16세에서 18세에 비해 남학생은 
0.892배, 여학생은 0.900배 더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 동일한 결과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스트레스의 유의한 
주요 원인으로는 진로, 시험 등 이었다[30]. 또한 남학생, 
여학생 모두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식습관
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과다한 패스트푸드 섭취 등의 문
제와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31]. 최근 분석에서 스
트레스 인지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편의 식품 
섭취 경험이 0.78배 낮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편
의 식품을 많이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그러나 
편의식품 등의 섭취 자체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33]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상
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가 심한 경우 가당 음료를 섭취하
게 되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34] 전반적인 
건강행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의 패스트푸트 섭취를 감소시키는 중재가 신체인지 왜곡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슬픔과 절망감의 경우, 성별 차이를 보인 영향요인은 
패스트푸드 섭취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패스트푸드를 섭
취 빈도가 높을수록 슬픔과 절망감을 더 많이 인지하였
다. 이전의 연구를 통하여 식습관이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19,35,36]. 이와 함께 남학
생 여학생에서 공통적으로 신체활동이 적은 경우, 슬픔과 
절망감을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 인지 
왜곡, 혹은 신체 인지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신체활동
과 슬픔과 절망감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찾을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청소
년들이 신체활동을 통한 감정의 환기를 얻지 못하기 때
문에 슬픔과 절망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결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어 신체 활동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활동이 슬픔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학생
의 경우, 신체활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가 전체 대상의 약 
50%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신체활동을 3회 이상 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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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전체 대상의 43%로 대상자 집단의 성별 경향성
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체중
조절 노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도 신체활동을 안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동실천과
는 관련이 없다는 이전의 연구와 맥락이 비슷하다[3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을 규칙적 신체활동과 격렬
한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하여 본 결과 유의한 관련요인이 없
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37].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비만하다고 느끼지만 힘
든 운동을 더욱 큰 스트레스로 인지하여 신체활동을 하
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38] 동
일하여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스트레스 인지 및 신체 
인지 왜곡과는 별도의 다른 동기 요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긍
정적 건강행위인 신체활동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행위인 패스트푸드섭취와 좌식생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9]. 기존의 연구들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대상일지라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반복 연구, 혹은 체계적 분석과 메타분석 
연구 등을 통한 결과의 종합적 해석을 위한 확인이 필요
하다.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정부의 청소년 신체활동 지침을 
기준으로 학교 및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
고 있어[40]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 자료는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서 설문문
항이 고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
하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슬픔, 절망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
된 영향요인들은 앞으로 신체인지왜곡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과정 및 자료수집과정을 
통하여 대표성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해석됨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신체 인지 왜곡과 제시된 요인과
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이차 
데이터 분석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중재 연구 등
을 통한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5. 결과

본 연구 결과 신체인지 왜곡을 가진 청소년의 정서 변
인 중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만하다고 인지하
는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섭취를 많이 할수
록 스트레스와 슬픔과 절망감을 더 인지하였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슬픔과 절망감은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
정적 정서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 노력도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활
동도 체중조절도 유의한 정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의 많은 종류가 신체활동과 연관되고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
체 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수에 대한 영
향요인 확인이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와 함께 중재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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