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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body image distortion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Raw

data from the 14th Korean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were used. The proportion of participants exhibiting body image

distortion was 39.5%, with the ratio being higher among female students of normal weight as compared to underweight

female students.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risk of having a distorted body image was higher among high school

females than in middle school females having lower subjective academic performance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risk of having a distorted body image was higher for students who drank alcohol when compared to students

who did not drink, for the group engaging vigorously in physical activity (exercise) more than three times per week as

opposed to the group exercising less than three times per week, and for the group consuming less than one serving of fruit

per day as compared to the group consuming more than one serving of fruit per day.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ntinuous nutrition education needs to be provided so that adolescents can correctly perceive their body

images and form desirable eat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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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서양의 다양한 문화 도입으로 과거의 작

은 체구의 동양적 미적기준 대신 길고 날씬한 몸매와 뚜렷

한 이목구비의 서구적 미적기준이 아름다운 신체이미지의 기

준으로 변화하였다(Jang & Kim 2006). 이에 따라 대중들은

변화한 미의 기준을 선망하고 이러한 이상적 신체 미적 기

준을 내재화시켜 자신의 신체를 현대사회의 미적기준에 부

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aBat & DeLong 1990).

청소년기는 생애주기 발달시기 중 신체적 및 생리적 성장

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2차 성징으로

급격한 신체발달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타인에게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

해 민감하다(Ju & Cho 2013).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하

여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화되면서 자

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여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경우

가 많은데(Lee & Ha 2014), 이러한 경향은 2차 성징의 발

달로 변화하는 신체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Ju & Cho 2013). 또한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 정서 경험을 한다. 불안, 고독,

열등감, 공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가 많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장래에 대한 확신이 부

족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

다(Kwon 2014).

신체이미지 인식은 자신의 실제 신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신체 지각과 자신의

실제 신체에 대한 느낌을 평가하는 신체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체이미지 왜곡이란 신체지각으로 자신의 실제 신

체를 판단할 때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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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Jang & Kim 2006). 이와 같이 신체이미지를 왜곡

하여 인지하는 경우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폭식증 및 잘못된 체중조절 행동을 보이며(Stice

2001),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Orbach et al.

2001).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

중임에도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2013년 국내 청

소년온라인 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이미

지 왜곡을 조사한 결과(Son et al. 2015)에서는 체중이 정상

이거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1.9%나 되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신

체질량지수(BMI)와 주관적 신체이미지 일치정도를 Cohen’s

카파계수(kappa coefficient)로 구한 결과 0.27로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청소년온라인 건강행태조사 분석

결과(Kim et al. 2017)에서는 신체이미지 과대 왜곡의 비율

이 청소년 남학생의 경우 14.7%이지만, 청소년 여학생의 경

우 33.5%로 남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관련된 연구

가 비만 또는 과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Dave

& Rashad 2009; Lenhart et al. 2011; Khambaila et al.

2012). 그러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문제는 비만이나 과

체중이 아닌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의 청소년에서도 흔하게 나

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

감, 우울, 자살시도와 같은 심리적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이 많

이 보고된 바 있다(McCabe & Ricciardelli 2003; Gilliland

et al. 2007; Jang & Lee 2013), 또한 신체이미지 왜곡은

영양불균형 및 섭식장애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으며(Kim & Kim 2011),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불만족

이 높을수록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one food diet), 다이

어트 약 복용 같은 부적절한 건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

다고 알려져 있다(Son et al. 2015). 미국 프로젝트 EAT-

II(Neumark-Sztainer et al. 2006)에서는 1999년과 2004년 2

회에 걸쳐 다양한 인종과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구성된 2,516

명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만족도와 건강행

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의 경우 신체

만족도가 낮으면 다이어트나 폭식, 건강에 좋지 않은 체중조

절 행동이 증가하고, 과일 및 채소의 섭취 및 신체활동이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낮

으면 다이어트, 건강에 좋지 않은 체중조절 행동, 폭식, 흡연

이 증가하며, 신체활동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

히 청소년 남학생보다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신체 이미지를

왜곡할 경우 과도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이는 식이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여

학생의 경우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이어트 및 체

중조절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의 체중에 따라 판정된 실제 체

형상태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신체 이미지 간에 차이

를 보이며, 본인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6).

Chung & Lee(2010)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체중조

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식행동을 분석하였

으며, Shin et al.(2017)은 청소년들의 체형인식에 따른 영양

섭취실태 및 정신건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는 체중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주관적

인 신체이미지 인지 정도와 비교하여 신체이미지 왜곡 실태

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또한 Kim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체형인지를 이용해 우리나라 청소년들

체중인식왜곡과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 남학생보다 청소년 여

학생이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청소년의 경우 건강문제나 식습관의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

곡과 건강행태 및 식생활과의 연관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 판정 기준인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신체이미지 인지도를 적용하여 신체이미지 왜곡군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

지 왜곡 실태와 이에 따른 건강행태 및 식습관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이미지 확립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이에 맞

는 영양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

악하기 위해 매해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2018년도

(제14차)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이다. 본 자료는

2019년 3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2018년 제 14차 청

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목표모집단은 2018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

교 재학생으로,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총 62,823명을 대상

으로 하였고, 95.6%의 참여율로 60,040명이 조사에 참여하

였다. 참여한 청소년 중 본 연구 목적에 따라 2017년도에 발

간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7)를 기준으로 하여 체

질량지수(체중 kg/신장 m2) 5-84백분위수를 정상체중으로, 5

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만 12-18

세의 청소년 여학생 21,68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내

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

번호 1044396-201902-HR-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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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산출된

15개 영역과 103개의 지표 중에서 일반적 특성, 건강행위 및

식습관 관련 변수를 분석내용으로 이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

등학교), 부모의 학력, 주관적 가정경제상태, 주관적 학업성

적,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2) 신체이미지 왜곡 기준

본 연구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판단기준은 체질량지수와

자신의 주관적 신체이미지 인식 질문(자신의 체형이 어떻다

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즉

연구대상자의 실제 체중이 저체중(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미

만)인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다’, ‘약간 살이 찐 편이다’,

‘매우 살이 찐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와 실제 체중이 정상체

중(체질량지수 5-84백분위수)인데 자신의 체형을 ‘약간 살이

찐 편이다’, ‘매우 살이 찐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를 ‘신체이

미지 왜곡군’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체중에 따라서 자신의 체

형을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는 ‘신체이미지 정상군’으로 분류

하였다.

3) 건강행태

건강행태와 관련된 지표로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및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포함되었다. 흡

연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대라도 핀 경험이 1일 이상

인 경우에는 흡연군으로, 흡연경험이 전혀 없거나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대라도 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비흡연군으

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 음주군으로, 음주경험이 전혀 없거나 최근

30일 동안 음주를 1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음주군으

로 분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권장지침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2)에는 5-17세의 소

아 청소년 연령그룹의 ‘5-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적

어도 합계 60분의 중등도 내지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해

야 하며 매일 하는 신체활동의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으로 뼈

와 근육을 강화하는 격렬한 강도의 활동을 적어도 주 3회 이

상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권고안을 바탕

으로 신체활동 수준은 일주일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

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수행한 일수를 주 5일

이상과 주 5일 미만으로 분류하였고, 일주일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수행한 일

수는 각각 주 3일 이상과 주 3일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이 없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

주일동안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낸 시간을 4분위수로 나누어

25% 미만은 ‘하’, 25-50% 미만은 ‘중하’, 50-75% 미만은

‘중상’, 75% 이상은 ‘상’으로 분류하였다. 수면시간은 청소년

의 하루 평균 취침시간이 7시간으로 보고됨에 따라(Baglioni

C et al., 2011) 7시간 미만과 7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4) 식습관

식습관 변수로 아침결식, 과일, 탄산음료, 단맛음료 및 패

스트푸드의 섭취빈도, 학교에서의 영양 및 식습관에 대한 교

육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다. 아침 결식은 아침을 먹지 않은

날을 기준으로 5일 이상은 결식군으로, 5일 미만은 비결식군

으로 분류하였다. 과일 섭취와 탄산음료 섭취는 하루 1회 이

상과 1회 미만으로, 단맛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각각 주

3회 이상과 주 3회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에서의 영양

및 식습관 교육 경험 여부는 경험과 미경험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2018년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는 다단계

층화집락 확률추출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프로그램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 ver 9.4를 이용하

였다. 일반특성별 신체이미지 왜곡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Rao-Scott chi-squared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Rao-Scott chi-squared 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연

령, 부모학력,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주관적 학업성적을 보정

한 상태에서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왜곡 분포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를 근거로 하여 주관적인

신체이미지 인식에 따라 판정된 신체이미지 정상군과 신체

이미지 왜곡군의 분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의 60.5%가 실체 체중과 자신의 주관적 신체이미지 인식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9.5%가 자신의

신체이미지 인식을 왜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체중

이 저체중인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응답하거나, 약간

살이 찌거나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응답한 여학생은 각각

15.4, 2.0, 0.5%이었다. 또한 실제 체중이 보통인데도 자신의

체형을 약간 살이 찐 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40.4%이

었으며,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1.9%나 되었

다. 따라서 정상체중인 여학생이 저체중인 여학생보다 자신

의 체형을 왜곡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Chung et al.(2013)의 우리나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인식왜곡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BMI

를 기준으로 정상체중인 경우, 75.8%는 보통체형이라고 올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24.2%는 말랐거나 과체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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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MI 기준으로

저체중인 경우에는 68.6%가 자신이 마른체형이라고 정확하

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31.4%는 보통이거나 살찐 것으로 과

대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상체중의 여성에 비하여 저체

중인 경우, 자신의 체형을 왜곡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

석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자신의 체형

및 체중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는 행태는 성별, 연령별, 체중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et

al. 2013). 특히 신체이미지 왜곡은 성인보다는 신체적, 심리

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며, 자

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자기존중과 우울, 불안, 열

등감 등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끼니

거르기, 다이어트 등 잘못된 체중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

2. 일반적 특성별 신체이미지 왜곡 분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신체이미

지를 왜곡하는 분포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

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신체이미지 정상군이 15.08세, 신체

이미지 왜곡군이 15.42세로 분석되었다. BMI는 신체이미지

정상군이 19.36±0.02, 신체이미지 왜곡군이 21.63±0.03으로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01). 신체이미지 정상군은 중학

교 여학생이 6,897명으로 52.59%, 고등학교 여학생이 6,218

명으로 47.41%로 나타났으며, 신체이미지 왜곡군은 중학교

여학생이 3,745명으로 43.70%, 고등학교 여학생이 4,825명

으로 56.30%로 나타나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

률이 중학교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Yun(201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신체이미지 왜곡률이

중학생은 48.7%, 고등학생은 51.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

다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률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

된 Maeng & Han(2017)의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이미지를 더 왜곡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이미지 왜곡은 2차 성징의

발달로 변화하는 신체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남학생보

다 여학생에게서 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더 민감하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은 신체이미지 정상군의 경우 대졸 이상이

69.22%, 고졸이 29.10%, 중졸 이하가 1.68%로 나타났으며,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경우 대졸 이상이 65.60%, 고졸이

32.52%, 중졸 이하가 1.88%로 나타났다(p<0.001). 어머니의

학력은 신체이미지 정상군의 경우 대졸 이상이 62.82%, 고

졸이 35.64%, 중졸 이하가 1.54%로 나타났으며,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경우 대졸 이상이 59.37%, 고졸이 38.74%, 중졸

이하가 1.89%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거주지역은 신체이미지 정상군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45.2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47.27%,

군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7.45%로 나타났고,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은 44.49%, 중소도

시에 거주하는 여학생이 48.50%, 군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

이 7.01%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가정경제 수준은 신체이미지

정상군의 경우, 상위 수준이 39.85%, 중위 수준이 49.65%,

하위 수준이 10.50%로 나타났고,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경우,

상위 수준은 33.26%, 중위 수준이 49.87%, 하위 수준이

16.87%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여학생

의 주관적 학업성적에서 신체이미지 정상군의 경우 상위성

적이 39.45%, 중위성적이 33.02%, 하위성적이 27.53%로 나

타났고,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학업성적은 상위성적이 34.35%,

중위성적이 28.61%, 하위성적 37.04%로 나타났다(p<0.001).

3.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영향

연구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학교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1.36배(95%

CI: 1.26-1.4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학업성적을

중간 또는 높게 평가한 학생이 낮게 평가한 학생보다 자신

의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상:

<Table 1> Criteria and distribution of body image distortion

Weight status

by BMI
Total

Body image distortion

No (n=13,115)

Yes (n=8,570)

Self-perception of body image

Normal Slightly overweight Severely overweight

Under weight  2,451 (100.0)  2,013 (82.1)  377 (15.4)  49 (2.0)  12 (0.5)

Normal weight 19,234 (100.0)  11,102 (57.7)  -  7,762 (40.4)  370 (1.9)

 Total 21,685 (100.0)  13,115 (60.5)  377 (1.7)  7,811 (36.0)  382 (1.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BMI was calculated as weight (kg)/height (m)2. Weight status was defined as follows; normal weight: 5~84 percentile, underweight: <5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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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0.72, 95% CI: 0.66-0.79, 중: OR=0.64, 95% CI: 0.58-

0.70). 또한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여학생보

다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거나 높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경

우(상: OR=0.57, 95% CI: 0.50-0.64, 중: OR=0.67, 95%

CI: 0.59-0.76), 자신의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또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위험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oh

& Choi(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상을 인

지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적과 가정경제수준요인이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Kang(2012)은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이 높

은 경우 청소년이 자신의 체중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저체중이나 비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밝

혔다. Shin & Kang(2014)의 수도권 일대 빈곤 아동을 대상

으로 신체상과 우울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형성, 저조한 학

업성취도, 사회 및 학교 부적응, 부진한 신체발육상태를 보

였으며,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교육격차의 심

화로 빈곤이 세습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빈곤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우울은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데 있

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만족도

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자신의 체중에 따른 체형을 올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

<Table 2> Differences of body image distor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Body image distortion

χ2/t p
No Yes

Age  15.08±0.04  15.42±0.04  12.36 <0.001

BMI  19.36±0.02  21.63±0.03  77.81 <0.001

Middle school  6,897 (52.59)  3,745 (43.70)

 140.93 <0.001High school  6,218 (47.41)  4,825 (56.30)

 Total 13,125 (100)  8,570 (100)

Paternal education level

 10.16 <0.001

College graduate or higher  7,146 (69.22) 4,420 (65.60)

High school graduate  3,004 (29.10) 2,191 (32.52)

Middle school graduate or below  173 (1.68)  127 (1.88)

 Total 10,323 (100)  6,738 (100)

Maternal education level

 9.19 <0.001

College graduate or higher  6,757 (62.82)  4,170 (59.37)

High school graduate  3,834 (35.64)  2,721 (38.74)

Middle school graduate or below  166 (1.54)  133 (1.89)

 Total 10,757 (100)  7,024 (100)

Residential area

 1.27 0.279

Large city  5,938 (45.28)  3,813 (44.49)

Small city  6,199 (47.27)  4,156 (48.50)

Rural area  978 (7.45)  601 (7.01)

 Total 13,115 (100)  8,570 (100)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98.01 <0.001

Upper  5,227 (39.85)  2,850 (33.26)

Middle  6,511 (49.65)  4,274 (49.87)

Lower  1,377 (10.50)  1,446 (16.87)

 Total 13,115 (100)  8,570 (100)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102.93 <0.001

Upper  5,174 (39.45)  2,944 (34.35)

Middle  4,331 (33.02)  2,452 (28.61)

Lower  3,610 (27.53)  3,174 (37.04)

 Total 13,115 (100)  8,57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D.

p-Values were obtained from Rao-Scott chi-squared test or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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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더불어 사회에서도 저소

득층 부모의 자녀양육을 돕는 서비스 마련과 근본적인 빈곤

세습의 대책으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드림스타트, 방과

후 아카데미, 돌봄 및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해 전문 인력의

투입과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모

님의 학력과 주거지역에 따른 영향요인은 주관적 신체이미

지 왜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건강행태 요인의 영향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건강

행동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1.18

배(95% CI: 1.05-1.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4)의

청소년의 음주행동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자신의 주

관적 신체이미지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느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음주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음주와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흡연과 신체이미지 왜곡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으

나, Park & Yim(2015)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경우 흡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하는 격렬한 신체활

동군(OR=1.16, 95% CI: 1.05-1.28)이 일주일에 3일 미만으

로 운동하는 군에 비해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1.16배

높게 나타났다. Yost et al.(2010)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신체

이미지 불만족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중조절행위를 하겠

다는 의도는 증가시키나 실제 신체활동 실천과는 관련이 없

다고 하였다. 미국 NHANES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체형 인지와 다이어트 및 운동과의 관계를 연

구한 결과(Chung et al. 2013)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비만으

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군이 자신의 체형이 정상인데도 비

만하다고 잘못 인지하는 군에 비하여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

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일본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과 생활양식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Shirasawa et al. 2015)에서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왜곡하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자 청소년에 비

하여 운동을 매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

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였다. 또한 영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 불만족과 체지방,

신체활동을 연구한 결과(Duncan et al. 2006)에서도 신체불

만족과 신체활동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Table 3> Mult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distor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R 95% CI p

High school 1.36 1.26-1.47
<0.001

Middle school 1

Paternal education level

0.554
College graduate or higher 1.18 0.85-1.63

High school graduate 1.19 0.87-1.62

Middle school graduate or below 1

Maternal education level

0.828
College graduate or higher 0.93 0.69-1.25

High school graduate 0.92 0.68-1.23

Middle school graduate or below 1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0.001
Upper 0.72 0.66-0.79

Middle 0.64 0.58-0.70

Lower 1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0.001
Upper 0.57 0.50-0.64

Middle 0.67 0.59-0.76

Lower 1

Residential area

0.521
Large city 1.05 0.92-1.20

Small city 1.08 0.94-1.23

Rural area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4> Mult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distortion

and health behaviors

Variables  OR 95% CI p

Drinking 1.18 1.05-1.32
0.004

Non-drinking 1

Smoking 0.83 0.66-1.05
0.130

Non-smoking 1

Moderate physical activity

0.252≥5 days/wk 0.90 0.76-1.07

<5 days/wk 1

Vigorous physical activity

0.002≥3 days/wk 1.16 1.05-1.28

<3 days/wk 1

time of sitting down

0.290

High (≥26.0) 1.08 0.97-1.20

Middle high (20.5-25.9) 1.08 0.97-1.20

Middle low (14.5-20.4) 1.01 0.92-1.12

Low (<14.5) 1

time of sleeping

0.488≥7 hrs/day 0.97 0.88-1.06

<7 hrs/day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R was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parents education level,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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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왜곡과 신체불

만족 그리고 신체활동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hung(2011)과 Hong & Kim(2012)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감 결여, 사회부적응, 스트레스 등 여

러 요인들과 신체활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들 변수와 운동간의 관련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낸 시간과 수면시간

은 신체왜곡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5.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식습관 요인의 영향

신체이미지 왜곡에 미치는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 왜곡과 아침결식에 대

한 유의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3-2015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체중인 청소년의 주관적 체

형인지와 정신건강, 체중조절 노력을 분석한 결과(Lee 2017)

에서도 본인의 체중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지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아침결식이 많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을 비만으로 왜곡 인지한다고 해서

아침을 더 결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

종과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2,516명의 표본을 대

상으로 청소년기 소녀들과 소년들의 신체만족도와 건강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Neumark-Sztainer et al. 2006)

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만족도가 낮으면 다이어트 및 건강에

좋지 않은 체중조절 행동, 폭식 그리고 과일 및 채소의 섭취

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과일을 매일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 1회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보

다 자신의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채소섭취에 대한 변수는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결과는 분석되지 않았으며,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건강

하지 못한 음식으로 분류되는 탄산음료, 당음료, 패스트푸드

섭취와 신체이미지 왜곡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 29,577

명 중에서 저체중과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21,685명을 대상

으로 실제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주관적 신체이미지를 살이 찐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 ‘신

체이미지 왜곡군’으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올바르게 인지

하는 경우 ‘신체이미지 정상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신체이미지 왜곡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행태 요인 및 식

습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학생 중 39.5%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체중이 저체중인 여학생들보다 보통

체중인 여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적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신체이미지 왜곡군의 BMI가 신체이미지 정상군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신체이미지

를 왜곡하는 비율이 56.3%로 중학교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 비율인 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상

태와 주관적 학업성적은 신체이미지 왜곡군에서 신체이미지

정상군에 비하여 각각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도 신체이

미지 왜곡군에서 신체이미지 정상군보다 대학교 이상인 경

우의 비율이 낮았으며,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하인 경우의 비

율이 높았다.

3. 신체이미지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여학생보다 고등학

교 여학생이, 주관적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하인

경우, 또 주관적 가정경제 상태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하

인 경우 자신의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높았다.

4. 신체이미지 왜곡에 대한 건강행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5> Mult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body image distortion

and dietary habits

Variables OR 95% CI p

Skipping breakfast

0.121≥5 days/wk 0.94 0.87-1.01

<5 days/wk 1

Fruit consumption

<0.001≥once/d 0.85 0.77-0.93

<once/d 1

Soda consumption

0.065≥once/d 0.91 0.83-1.00

<once/d 1

Sweet-taste drinks consumption

0.800≥3 times/wk 0.99 0.91-1.07

<3 times/wk 1

Fast food consumption

0.852≥3 times/wk 0.99 0.90-1.08

<3 times/wk 1

Nutrition Education in School

0.070Yes 0.93 0.86-1.00

No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R was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parents education level,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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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 또 격렬한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3

회 미만을 하는 군보다 3일 이상 하는 군에서 신체이미지 왜

곡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식습관에서는 과일을 하루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군보다 자신의 신체이미지 왜곡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주관적 신

체이미지 왜곡과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요인, 식

습관 요인들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층화집락추

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 많은 수의 여학생들을 대상

으로 신체이미지를 왜곡하는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신체이미지 왜곡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식습관

요인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습관 요인

으로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분석에 제한점

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여학생들의 정확

하고 포괄적인 식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토대로 신체이

미지 왜곡과의 관련성이 심도있게 좀 더 분석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여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이미

지 인식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대중매체에서 부각된 여성의 이상적인 신

체이미지가 마르고 날씬한 체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성의

표준체중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체형에 대한 기준 및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청소년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바르

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체이미지 확립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적기준인 마른 몸매가 되기 위하여 많

은 청소년들이 설사약, 다이어트와 관련된 약물복용, 과도한

식이 제한 등 부적절한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기의 신체변화에 대한 이

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형관리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

야 한다. 또한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에 의한 개별상담과 다

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바람직한 식습관 형

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영양교사나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 일선 교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인식을 심어주고 폭식행동, 과도한 식이

제한의 위험성,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 등 바람직한 식습관

에 대한 학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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