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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본 연구는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4개의 고등학교에서 280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

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말랐다’와 ‘말랐다’가 

13.0%, ‘표준이다’가 40.6%,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가 46.4%였다. 

BMI 기준의 비만도는 저체중 14.2%, 정상체중 79.5%, 과체중 6.3%였

다.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의 비만 상태 보다 체형에 대하여 더 살찐 편

이거나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체형에 대하여 ‘만족’ 14.0%, ‘불만족’ 86.0%로 대부분의 연구 대

상자는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 하고 있었다. 또한 원하는 키 

166.9cm, 체중 47.9kg, 비만도 17.2kg/m2로 저체중을 원하였으며, 마른 

체형을 선호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49.6%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다. 체중조절방법

은 운동(78.2%), 식이요법(72.9%), 기타요법(3.7%), 약물요법(2.2%), 비

만 클리닉 방문(1.5%)으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는 평균 한가지 

이상의 체중조절행위를 하였다. 

  4. 체형에 대하여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로 생각하는 대상자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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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체형에 대하

여 불만족하고 살이 빠지기를 원하며 초과체중(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

의 차이)이 큰 여고생이 체중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또한 비만도가 높은 여고생이 체중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체형 존중감(body-esteem)과 

체중조절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5. 학년,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 비만도,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을 독립변수로 체중조절행위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중조절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

는 변수로는 가족의 월수입과 초과체중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서울 소재 일부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으

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연구 대상자의 키와 체중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인

과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제한점으로 살펴볼 때 향후 객관적인 비만 측정과

우리나라 여고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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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서서서 론론론론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여성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현대 사회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이 여성의 이상형

이 되었고,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체형에 대한 이상적 가치관이 대다수의 여성

들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집착하게 하고, 이상형과 같지 않은 자신의 외

모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게 한다(Ponton, 1995).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으로 볼 때, 1500년대에는 풍만함에 대한 사회적인 선호로 인해 다소 비

만한 체형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 졌으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비만이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날씬

한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그 정도를 

더하여 오늘날 패션잡지나 광고 등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비정상적으로 보여질 만큼 지나치게 마른 체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날씬함에 대한 추구 경향은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와 2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재숙 등, 2000). 

우리 사회에 점차로 만연되어가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이 곧 ‘아름다움’

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급속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의 신체상(body image)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주 등(2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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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 인식 및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남·여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불과했

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체중감소를 원한 경우가 73%였다. 또한 비만한 

체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저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비만하지 않

은데도 자신을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환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여중생들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인식도와 체중조절행위의 관계를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여중생들 역시 마

른 체형을 이상 체형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식태도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은 객관적인 비만정도에 비해 자신이 살이 찌거나 비만한 쪽으로 

평가하였으며, 체중감소를 위한 체중조절행위에서는 식사조절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운동, 특수식이, 약물사용, 착용품사용, 기타방법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식이 조절방법으로는 굶기, 식사량 감소, 간식 안먹기 등이 있었

고 주로 점심, 저녁 식사를 많이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감소를 

위해 식사대신 과일이나 야채만을 이용한 다이어트, 물만 마시는 물 다이

어트 등도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김옥수, 1998).   

Erikson은 청소년기는 자아 주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 자아  

주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면 지속적이고 통합된 자기 정체성에 도달하지 못

하게 되어 자신의 능력, 직업적·이념적 안정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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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체형과 체중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성적 성숙과 사회

적 성숙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받게 되면서 섭식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Jones et al, 1980). 섭식 장애 특히 폭식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비만을 초래하기 쉽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심혈관

계 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이 증가 한다는 보고가 

있다(Stunkard et al, 1996). 섭식 장애라 하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대식

증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두 질환 모두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에 발생

하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난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미국에서는 

해마다 5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경성 식욕부

진증은 청소년 여학생의 0.5~5%, 대식증은 15~20%로 알려져 있으나, 일

반적으로 섭식 장애 환자들이 증상을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

어 실제 유병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박용우, 2000). 

날씬한 것이 미의 기준이 되면서 비만과 체중조절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만은 물론 정상 체중 및 저체중의 경우에도 

체중감소를 위한 체중조절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청소년기에 불필요한 체

중조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 일부를 추천된 수준 이하로 섭취하

게 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Mallick, 1983; Dazzi 

and Dwyer, 1984).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자신의 신체 발달에 대해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고 

부끄러워 하며,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 인식으로 인해 상처 받기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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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될 위험이 가장 크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으

로 인하여 불필요하고 무리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함으로 인하여 성장기

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적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비만학생 뿐 아니

라 마르거나 정상 체중인데도 살쪘다고 생각하고 신체 만족도가 낮은 학

생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영양교육 및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에 

대한 인식과 비만정도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그리고 체중조절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소년 건강관리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정도와 체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비만정도와 체형에 대한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체중조절행위와 관련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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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비만비만비만비만 

    

  비만은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성인의 경우에는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의 결과로 인한 지방 세포의 비대에 의한 경우가 많은 반면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지방 세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비만인

의 경우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져 25~34세 남

자의 경우 2배, 35~44세 남자의 경우 6배의 사망률을 보인다(문정순과 정

순교, 1996).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약 80%에서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뿐 

아니라, 소아기부터 시작된 비만은 특히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성인병 예

방을 위한 비만의 조기 관리는 매우 중요한 보건의학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Lauer et al, 1993). 

비만한 소아 및 청소년에서 체중이 자신과 타인에게 장애로 인식되면 자

존심의 저하, 우울증, 불안,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좋지 않은 

가족관계와 동료관계, 섭식 장애 등과 같은 정신 사회적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비만했던 성인은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기 

쉽다는 보고들이 있다.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에서의 비만은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의 위험성이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만 아동 및 청소년

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 있으며,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

히려 비만 청소년의 사회적, 지적 수행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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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e et al, 1996; Stunkard and Burt, 1967; 신정아 등, 2002). 

또한 비만한 소녀들이 자신들의 외모와 체중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우려

를 나타냈으며 비만한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체중을 조절하지 못 하였다는 

데서 오는 수치감과 죄의식으로 부분적으로 자존감(self-esteem)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일차의료학회 비만연구회편, 1996). 그러나 체지

방이 지나치게 감소되어 7~12%이하로 떨어 질 때는 월경불순이나 무월경

이 나타나며 결국 불임증까지 초래되기도 한다. 섭식 장애의 일종인 신경

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은 섭식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신

경성 식욕부진을 보이는 대상자는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수척한 신체를 뚱뚱하다고 본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200명의 소녀 중 1명

에게 발생하며 10~1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의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 사회문화

이론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과 날씬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어 나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하양숙 등, 1996).   

청소년기의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성장

기로써 체지방 세포수가 왕성하게 증가하며, 청소년기 특유의 호르몬 작용

으로 체형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Mahan and Rees, 1984). 

또한 학업과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 욕구불만 등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다한 학업으로 인한 

운동부족 등이 비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강영림과 백희영, 1986).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 만족도와 적응 기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과

체중군의 비율이 서구 연구의 과체중 여학생들의 비율보다 적었으며, 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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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군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보다 더 많은 체형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으

며, 과체중군이 폭식 행동을 할 가능성과 낮은 적응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황선희 등, 1998). 송호지 등(1999)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의 BMI 분포는 저체중

군(BMI<20) 38.8%, 정상체중군(20≤BMI≤25) 49.6%, 과체중군(BMI>25) 

11.6%로 보고 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병주 등(2001)의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들의 BMI 분포는 저체중군(BMI<20) 15.3%, 정상체중군

(20≤BMI≤25) 46.7%, 과체중군(BMI>25) 38.0%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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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체형(body-image)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인 인지로써 인격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Freud, 1927). 체형(body-image)

은 의식, 무의식적 요소로써 실제 몸의 구조와 기능, 신체와 관련된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적 반응, 신체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이상과의 복

합적인 영향을 받는다(Fisher, 1990).  

근래 우리의 사회적 추이는 건강 보다도 아름다운 체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아름다운 체형이란 되도록 마른 체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백유진 등, 2001). 또

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날씬한 몸매가 특히 여성에게는 미의 기준뿐만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날씬함을 강

조하는 현대 문화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지길 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체형에는 불만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보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조아미, 1999).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신체상 및 체

중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며, 체중 부족자일지라도 

체중 및 체지방 증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Wadden et al, 

1991).  

고등학생의 체중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여자의 경우 자신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정상체중군에서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4.1%였다고 보고 하였다(김애리, 1992). 여대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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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비만수준보

다 자신을 과체중에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조선진, 1997). 김옥

수와 윤희상(2000)의 정상체중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체중조절행위와 관련

된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지수를 근거로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도 이들은 객관적인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에 비해 자신이 살이 찌거나 비만한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 비교에 관한 한 연

구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한국의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자

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 만족도와 인지체

형과의 상관관계가 실제 체형과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나 신체 만족도

는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

는가 하는 인지체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남윤자

와 이승희, 2001). 

여성에게는 신체적 매력이 자아개념(self-concept)과 중요한 연관을 갖

는다. 신체적 매력이란 한 사회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를 가진 특

성으로서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신체

적 매력은 자기의 판단,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회의 문

화적 관념을 기준으로 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개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자

기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몸에 

대한 자아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Nol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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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송호지 등(1999)의 연구에서는 체형 존중감(Body esteem score)

을 이용하여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 실제로 비만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형 존중감이 낮다

는 것을 보여 주었다.  

외모가 평범하지 않거나 당시의 유행에 따르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은 몸에 대한 자아상이 특히 부정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남들에게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여성도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통계적으로 표준보

다 날씬한 여성도 자기가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석주 등,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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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 

    

 많은 여성들은 건강이 목적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체중조절을 시도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Heyes et al(1987)은 여성은 외모

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모에 대해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외모는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다. 

Werthiem et al(1997)은 언론매체와 패션은 여자 청소년들이 날씬해 지도

록 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체형

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강박관념이 되다시피 살빼

기를 하고 있으며 온갖 방법이 개발되고 선전되고 있다. 여성들은 아름다

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대가로 불편함, 건강의 손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몸에 대한 학대를 감수한다. 날씬함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로 점점 강조되면서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여성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와 운동 등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업자들은 선전하고 있으나 생리 심리학과 의학의 연구 결과 들은 꼭 그렇

지 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특히 살을 빼서 날씬해지는 것은 

일종의 성취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살을 빼서 날

씬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공했을 때 존경 받을 만

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둘째, 그 결과가 워낙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다

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살빼기는 실패의 확

률이 높고, 실패 했을 때는 의지력의 박약, 노력부족, 성격적 결함들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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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성취행동이라는 관념을 강화하게 된다. 그

러나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신진대사율

은 급속히 정상상태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남은 열량으로 인해 체중이 증

가되는데 이는 결국 또 다이어트를 유발하여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것이 심해지면 먹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질병이 되기도 

한다. 습관적으로 다이어트와 폭식을 번갈아 하는 것, 먹은 후 토하는 것,  

변비약을 과다하게 혹은 상습 복용하며 설사를 유발하는 것, 신경성 식욕

부진(anorexia nervosa)이 나타나 소화기 장애와 신체적 무기력,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심하면 죽음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석

주 등, 1992).  

또한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인 체형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우울 증상이 높다고 보고 되었으며, Jill and 

Elissa(1997)에 의하면 체중에 대하여 불만족 하고 체중에 대한 관심이 많

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서 우울 증상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우울수준과 

식사태도와의 연관성은 익히 알려져 있고 우울이 식사태도의 약 15%정도

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ssell et al, 1995). 서울지역 

여고생의 체중조절, 우울 및 식사태도에 관한 백유진 등(2001)의 연구에서

도 우울과 섭식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부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여고생은 비만에 대

해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표준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여학생들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좋지 못한 식습관이나 지나친 체중 감량 식이요법으



 

 13 

로 인하여 성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체중 감량을 위해 13%의 여고

생이 완화제나 이뇨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Moses 

et al, 1989). 홍은경 등(1997)의 연구에서는 체중이 적절하거나 저체중 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

는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학생이 체중조절을 하고 있

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체중조절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대부분 대중매체나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실행하고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최의순과 이규은(1997)의 체중조절 및 몸매관리시설에 등록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체중은 중·고등학교시절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친구들과의 대화(35.2%), 매스컴의 영향(34.1%), 사회적 습관(22.7%)이었

다. 체중조절 방법의 선택은 자신의 판단(54.5%)이 가장 높았고 체중조절

전문가나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는 20%에 불과 하였으며 체중조절시  

부작용을 경험했던 경우가 30.7%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의 효과적인 방법

으로는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54.5%), 운동량을 늘린다(27.3%)에 높은 응

답율을 보였다.  

서울 시내 일부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대상자들 중 

61.4%가 조사 당시 1가지 이상의 체중조절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

중생들이 41.3%, 여고생들이 73.2%로 여중생보다 여고생들이 더 많이 체

중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수, 1998). 비만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14 

해 유의하게 체중조절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방법으

로는 운동요법(50.7%), 식이요법(22.4%), 약물 및 기타요법(6.7%), 비만 

클리닉 방문(3.6%)의 순이었다. 부적절한 체중조절방법으로는 한가지 음식

만 먹기(2.7%), 금식(1.9%), 살 빼는 약 복용(1.4%), 식사 후 구토(0.1%) 

등의 순으로 경험하였다. 비만 학생의 약 반수에서 체중조절 경험이 있었

고 주로 운동요법 및 식이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은 체중조절 형태를 보였다(박수연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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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틀틀틀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1). 

    

    

    

    

    

    

    

    

    

    

    

    

    

    

    

    

    
그림 1. 연구의 틀 

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여학생여학생여학생여학생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 학년 

• 어머니의 연령 

• 어머니의 교육정도 

• 어머니의 직업 

• 가족의 월수입 

• 비만 가족력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 BMI < 18 저체중군 

• 18 ≤ BMI < 25 정상군 

• BMI ≥ 25 과체중군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 체형에 대한 인식  

• 선호하는 체형 

•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  

• 체형 존중감 

• 초과체중 

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    유유유유,,,,무무무무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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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남녀 공학과 2개의 여자 고

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 72명과 2학년 여학생 208명 총 280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278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비만정도,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여고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2005년 4월 8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 4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가가가가. . . .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으로 구분하였다. 

    

나나나나. . . .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BMI의 산출을 위하여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본인의 현재 키와  

체중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BMI를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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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신장(m)2로 산출하였다. 강징원 등(1994), 정근백 등(1995)과 김옥수

(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에 따라 18 미만을 저체중, 18-24를 표준

체중, 25이상을 과체중으로 구분하였다.     

    

다다다다. . . .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연구 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체형에 대

한 인식, 선호하는 체형,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으

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체형에 대한 인식 

본인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매우 말랐다’ , 

‘말랐다’ , ‘표준이다’ , ‘살찐 편이다’ , ‘비만이다’로 구분하였다.  

 

   2) 선호하는 체형 

선호하는 체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만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그려진 신체 외형도(그림2)을 이용 하였으며, 이는 Soren et al(1983)에 

의하여 부모의 15년 전의 체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후 

Must et al(1993)에 의해 과거의 BMI와 인체 외형도의 등급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배종면과 원장원(1996)

에 의하여 일반 성인에서 BMI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선호하

는 체형은 신체 외형도 그림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해 9개의 그림 중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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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다음 그림 중에서 본인의 현

재 체형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은 몇 번인가요?’  하는 것과 ‘다

음 그림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체형과 가장 비슷한 것은 몇 번 인가요?’  

하는 것이다. 원하는 체형에서 현재의 체형을 뺀 결과 ‘0’은 만족하는 것

을, ‘+’는 더 살찌기를, ‘-‘는 더 마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신체 외형도 

 

   3)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4) 체형 존중감 

 체형 존중감(body-esteem)이란 본인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이

다. 체형 존중감과 체중조절행위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endelson and White(1993-1994)이 개발한 24문항 체형 긍정도 척도

(body-esteem score)를 박진아 등(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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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 검사를 위하여 시험 재시험법을 시행한 결과 Spearman coefficient

는 0.84였다. 문항은 외모, 몸매, 체중 등에 대한 긍정 정도를 묻는 것(예

를 들면, “내 또래의 아이들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 “내 체중을 생각하면 

나는 불행해 진다.” , “나는 종종 내 외모가 부끄럽다.”  등)으로서 긍정적인 

문항은 ‘예’로 대답한 것에 1점을, 부정적인 문항은 ‘아니오’로 대답한 것

에 1점을 주어 총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 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

타낸다. 조사된 체형 존중감은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5) 초과체중 

초과체중은 연구 대상자들의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을 조사하여 그 

차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5가지(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를 ‘–8~-

1kg’, ‘0kg’, ‘+1~+5kg’, ‘+6~+10kg’, ‘+11kg이상’)로 구분하였다. 

 

    라라라라. . . . 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행위는 대상자가 의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체중을 줄이거나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현재

와 과거의 체중조절행위의 유,무 및 방법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았다. 체중

조절방법으로는 운동요법(조깅, 헬스, 수영, 줄넘기, 맨손체조, 등산 등), 

식이요법(절식, 식사량 줄이기, 간식 줄이기, 굶기 등), 약물요법(체중조절

을 위한 약 복용), 비만 클리닉 요법(체중조절을 위하여 비만 클리닉 방문), 

기타요법으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체중조절을 위하여 시도하였던 

방법에 모두 표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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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자료분석방법자료분석방법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278 부에 대하여 자료를 부호화 한 후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질문의 항목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년,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과 체형에 대한 인식,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기술 통계량을 구하였다. 

(2) 일반적인 특성과 체중조절행위 유,무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하였다. 

(3)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 유,무에 대해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 하였다. 

(4) 체형에 대한 인식 중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체형,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과 체중조절행위 유,무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 하였다. 

(5)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학년,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 비만도,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을 독립변수로 체중조절행위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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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

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 등을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았다.  

  연구 대상자 중 1학년이 25.2%, 2학년이 74.8%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4세 44.0%, 45~49세 49.8%, 50세 이상이 6.2%였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중졸미만 7.8%, 고졸 49.5%, 대졸 38.0%, 대학원 이상 4.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54.0%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기술직 

2.0%, 판매·서비스직 22.0%, 행정·사무관리직 6.1%, 전문∙연구직 5.1%, 

기타 10.8%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150만원 미만이 10.1%, 150~249만원이 26.6%, 

250~349만원이 27.0%, 350~449만원이 12.7%, 450만원 이상이 23.6%

였다. 

비만 가족력은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60.5%, ‘없다’로 응답한 대상자

가 3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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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 분 명 (%)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 

1학년 

2학년 

 

35~44 세 

45~49세 

50세 이상 

 

중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주부 

생산, 기술직 

판매, 서비스직 

행정, 사무관리직 

전문, 연구직 

기타 

 

150만원 미만 

150~249 만원 

250~349 만원 

350~449 만원 

450 만원 이상 

 

있음  

없음 

 70 (25.2) 

208 (74.8) 

 

 113 (44.0) 

128 (49.8) 

 16 ( 6.2 ) 

 

 21 ( 7.8 ) 

134 (49.5) 

103 (38.0) 

 13 ( 4.8 ) 

 

148 (54.0) 

  7 ( 2.0) 

 61 (22.0) 

17 ( 6.1) 

14 ( 5.1) 

30 (10.8) 

 

24 (10.1) 

63 (26.6) 

64 (27.0) 

30 (12.7) 

56 (23.6)                             

 

        167 (60.5) 

109 (39.5) 

§부,모,자매의 가족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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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BMI를 산출하여 비만상태에 대

하여 알아 보았다. BMI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비만도 및 원하는 키와 체

중은 <표2>과 같다. 저체중 14.2%, 정상체중 79.5%, 과체중 6.3%로 정상

체중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원하는 키와 체

중은 원하는 키의 평균이 166.9cm,  체중의 평균이 47.9kg으로 나타났으

며, 원하는 키와 체중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BMI는 17.2kg/m2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비만도 및 원하는 키와 체중 

 

키(cm) 체중(kg) 
특성 구 분 명(%)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38 (14.2) 

213(79.5) 

  17 ( 6.3 ) 

162.6 ± 5.0 

161.8 ± 4.8 

160.9 ± 3.9 

45.2 ± 3.7 

54.0 ± 5.3 

68.0 ± 4.6 

전전전전        체체체체    277(100.0) 166.9 ± 3.7 47.9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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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과 같았다. ‘매우 말랐다’와 ‘말랐다’  13.0%, 

‘표준이다’  40.6%,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  46.4%로 본인의 체형에 대

하여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

의 체형에 대해서는 만족 14.0%, 불만족 86.0%로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만족여부 

 

특 성 구 분 명(%)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체체체체형에형에형에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만족여부만족여부만족여부만족여부    

매우 말랐다/말랐다 

표준이다 

살찐 편이다/비만이다 

 

만족 

불만족 

36 (13.0) 

113(40.6) 

129(46.4) 

 

36 (14.0) 

240(86.0) 

 

연구 대상자에게 비만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진 그림(등급이 높

아 질수록 뚱뚱한 체형임)으로 본인의 현재 체형과 원하는 체형에 대하여 

조사한 선호하는 체형에 대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연구 대상자가 대답

한 현재 체형은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4등급이 43.9%

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원하는 체형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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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등급이 67.5%로 가장 많았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선호하는 체형 

 

현재현재현재현재    체형체형체형체형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체형체형체형체형     

등급 명 (%) 명 (%) 

1111    

2222    

3333    

4444    

5555    

6666    

7777    

8888    

9999 

  8 ( 2.9) 

43 (15.5) 

51 (18.4) 

122 (43.9) 

37 (13.3) 

14 ( 5.0) 

2  ( 0.7) 

1  ( 0.4) 

0  ( 0.0) 

16 ( 5.7 ) 

187 (67.5) 

 68 (24.6) 

  6 ( 2.1)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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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묻는 체형 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그림3>과 같다. 24점 만점 중에서 1점부터 23점까지 분포되

어 있었으며, 9점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체형 존중감의 점수 

분포는 낮은 점수로 치우쳐 있었다.  

 

0

5

10

15

20

25

30

3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체형 존중감 점수

명

 

 

그림 3. 연구 대상자의 체형 존중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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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체중조절행위의 유,무 및 체중조절

방법(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비만 클리닉 요법, 기타요법)에 대하여 

조사 하였고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연구 대상자 중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험에 대하여 49.6%가 ‘있다’라

고 응답하였다.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 중 체중조절방법은 ‘운동요

법’ 78.2%로 가장 많았으며, ‘식이요법’ 72.9%, ‘기타요법’ 3.7%, ‘약물요법’ 

2.2%, ‘비만 클리닉 방문’ 1.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이 체중조

절을 위하여 시도한 체중조절방법은 평균 1.59개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대상자들은 평균 한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체중조절행위 및 체중조절방법 

 

구  분 특성 명(%) 

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방법체중조절방법체중조절방법체중조절방법    

유 

무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비만 클리닉 

기타    

      135(49.6) 

137(50.4) 

 

104(78.2) 

97 (72.9) 

3  ( 2.2 ) 

2  ( 1.5 ) 

5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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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과인식과인식과인식과 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1)(1)(1)(1) 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    특성과특성과특성과특성과    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조사된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에 따라서 체중조절

행위의 백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6>.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우가 1학년 50.7%, 2학년 4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35~39세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경우가 66.7%, 40~44세  47.2%, 45~49세 53.2%, 50세 이상 53.3%

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 중졸 미만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우가 

55.0%, 고졸 46.6%, 대졸 53.9%, 대학원 이상 38.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 중 주부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우

가 52.4%, 생산·기술직 28.6%, 판매·서비스직 50.0%, 행정·사무관리직 

25.0%, 전문·연구직 42.9%, 기타 56.7%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가족의 월수입과 체중조절행위는 150만원 미만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경우가 30.4%, 150~249만원 46.8%, 250만원에서 349만원 61.0%, 

350만원에서 449만원 44.8%, 450만원 이상 50.0%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비만의 가족력이 있는 연구 대상자 중 49.4%가 체중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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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시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단위: 명(%) 

체중조절행위  
특    성 

 
구     분 

없음 있음 

 
p-

value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 

 

 

 

 

 

 

가족의 월수입 

 

 

 

 

 

비만의 가족력§ 

1학년 

2학년 

 

35~39 세 

40~44 세 

45~49세 

50세 이상 

 

중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주부 

생산, 기술직 

판매, 서비스직 

행정, 사무관리직 

전문, 연구직 

기타 

 

150만원 미만 

150~249 만원 

250~349 만원 

350~449 만원 

450 만원 이상 

 

있음  

없음 

33 (49.3) 

104(50.5)  

 

 1  (33.3) 

57(52.8) 

59(46.8) 

7 (46.7)   

 

9 (45.0) 

70(53.4) 

47(46.1) 

8 (61.5) 

 

69(47.6) 

5 (71.4) 

30(50.0) 

12 (75.0) 

8 (57.1) 

13(43.3) 

 

16 (69.6) 

33(53.2) 

25(39.0) 

16 (55.2) 

27(50.0) 

 

83(50.6) 

52(48.6) 

34 (50.7) 

102(49.5) 

 

2 (66.7) 

51(47.2) 

67(53.2) 

8 (53.3) 

 

11 (55.0) 

61(46.6) 

55(53.9) 

5 (38.5) 

 

76(52.4) 

2 (28.6) 

30(50.0) 

4 (25.0) 

6 (42.9) 

17(56.7) 

 

7 (30.4) 

29(46.8) 

39(61.0) 

13 (44.8) 

27(50.0) 

 

81(49.4) 

55(51.4) 

0.8610 

 

 

0.7282 

 

 

 

 

0.5472 

 

 

 

 

0.2267 

 

 

 

 

 

 

0.1289 

 

 

 

 

 

0.7461 

 

§부,모,자매의 가족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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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연구 대상자들의 키와 몸무게로 계산된 BMI에 따라서 3가지 군(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으로 구분 하였으며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는 

<표7>과 같다.  

저체중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가 33.3%, 정상체중에서 체중

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가 51.0%, 과체중에서 체중조절행위을 시도한 

대상자가 76.5%로 비만도의 증가에 따라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의 

분율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표 7. 연구 대상자의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  

단위: 명(%) 

체중조절행위  

구분 

 

특성 없음      있음          p-value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24 (66.7) 

104(49.0) 

     4  (23.5) 

    12  (33.3)      0.0103 

    108 (51.0)       

    13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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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체형에체형에체형에체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과인식과인식과인식과    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체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매우 말랐다’, ‘말랐다’, ‘표준이다’, ‘살찐 편

이다’, ‘비만이다’로 구분하여서 조사 하였으며, 이를 3군(‘매우 말랐다’와 

‘말랐다’, ‘표준이다’,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로 분류하여 체중조절행위

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는 <표8>과 같다.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매우 말랐다’와 ‘말랐다’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대상자가 29.4%, ‘표준이다’에서 45.1%,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에서 

59.5%로 체형에 대하여 ‘살찐 편이다’와 ‘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연구 대

상자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 하였다(p<0.05). 

 본인의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

였다.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대답한 대상자 중에서 체중조절

행위를 시도한 대상자가 30.6%, ‘불만족’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

자가 52.8%로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연구 대상자에서 체중조절행위

를 시도한 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

(p<0.05). 

 본인의 체형에 대한 9등급의 그림을 통한 선호하는 체형에 대해서는 원

하는 체형의 그림에서 현재 체형의 그림을 뺀 결과 ‘-‘는 살이 빠지기를 

원함, ‘0’은 만족함, ‘+’는 살이 찌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체중조절행

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살이 찌기를 원하는 대상자 중에서는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가 15.4%, 만족에서는 체중조절행위를 시도

한 대상자가 34.4%,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대상자 중에는 체중조절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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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54.2%로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연구 대상자가 체중조절행위를 시

도하는 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

(p<0.05). 

 

표 8.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 만족여부, 선호하는 체형과 체중조

절행위 

단위:명(%) 

체중조절행위  

특 성 

 

구  분 없음 있음       p-value 

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        

만족여부만족여부만족여부만족여부    

    

선호하는체형선호하는체형선호하는체형선호하는체형    

매우말랐다/말랐다 

표준이다 

살찐편이다/비만이다 

 

만족  

불만족 

 

살찌기를 원함 

만족 

살 빠지기를 원함 

24(70.6) 

62(54.9) 

51(40.5) 

 

25 (69.4) 

111(47.2) 

 

11 (85.6) 

21 (65.6) 

104(45.8) 

10(29.4)      0.0033 

51(45.1)                 

75(59.5) 

 

11 (30.6)     0.0213 

124(52.8) 

 

2 ( 15.4 )     0.0036 

11 (34.4) 

123(54.2) 

                                                                      

 신체와 외모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체형 존중감 및 초과체중(현재체

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와 체중조절행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9>와 

같다.  

 체형 존중감은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체중조절행위와의 결과를 분석하였

다. 1사분위수(1~5점)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여고생이 53.4%였다. 2

사분위수(6~8점)에서 51.5%, 3사분위수(9~11점)에서 50.8%, 4사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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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점)에서 43.1%였다. 체형 존중감이 낮을수록 체중조절행위를 하는 

백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과체중은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를 5가지(‘–8~-1kg’, ‘0kg’, 

‘+1~+5kg’, ‘+6~+10kg’, ‘+11kg이상’)로 분류하여 체중조절행위와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8~-1kg’에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가 16.0%, 

‘0kg’에서 35.7%, ‘+1~+5kg’에서 49.5%, ‘+6~+10kg’에서 54.0%, 

‘+11kg이상’에서 71.8%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였다

(p<0.05). 

 

표 9. 연구 대상자의 체형 존중감 및 초과체중에 따른 체중조절행위  

 

체중조절행위 
특 성 구  분 명(%) 

없음 있음     p-value 

체형체형체형체형    존중감존중감존중감존중감§    

 

    

    

    

초과체중초과체중초과체중초과체중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8 ~  -1kg 

 0      kg 

+1 ~+5kg 

+6 ~+10kg 

+11kg 이상 

73(26.3) 

72(25.9) 

68(24.5) 

65(23.4) 

 

27 (10.1) 

14 ( 5.2 ) 

100(37.5) 

87 (32.6) 

39(14.6) 

34(46.6) 

33(48.5) 

33(49.3) 

37(56.9) 

 

21(84.0) 

9 (64.3) 

50(50.5) 

40(46.0) 

11(28.2) 

39(53.4)  0.6461 

35(51.5) 

34(50.8) 

28(43.1) 

 

4 (16.0)   0.0004 

5 (35.7) 

49(49.5) 

47(54.0) 

28(71.8) 

§1사분위: 1~5점, 2사분위: 6~8점, 3사분위: 9~11점, 4사분위: 12~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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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중조절행위에체중조절행위에체중조절행위에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조절행위 유,무

를 종속변수로 학년, 월수입, 비만 가족력, 비만도,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모형1(독립변수 중 비만도 제외)에서는 가족의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250~349만원인 대상자가 체중

조절행위를 할 확률이 3.561배 더 높았으며, 45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3.288배 더 높았다(p<0.05). 초과체중 즉 현재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

가 +1~+5kg에서 3.811배, +6~+10kg에서 4.666배, +11kg이상에서 

8.347배의 체중조절행위 위험도를 보였다(p<0.05).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2(독립변수 중 체형에 대한 인식 제외)에서는  

가족의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250~349만원인 대상자

가 체중조절행위를 할 확률이 3.378배 더 높았으며, 450만원 이상인 대상

자는 3.321배 더 높았다(p<0.05). 초과체중 즉 현재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가 +1~+5kg에서 3.560배, +6~+10kg에서 3.688배, +11kg이상에서 

6.795배의 체중조절행위 위험도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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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한 체중조절관련 요인 분석 

모형 1 모형 2 
특     성       구     분 

오즈비  95%신뢰구간 오즈비  95%신뢰구간 

학년학년학년학년    

    

    

가족의가족의가족의가족의    월수입월수입월수입월수입    

    

    

    

    

    

비만비만비만비만    가족력가족력가족력가족력    

    

    

비만도비만도비만도비만도    

    

    

    

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체형에대한        

인식인식인식인식    

 

체형체형체형체형    존중감존중감존중감존중감§    

    

    

    

    

초과체중초과체중초과체중초과체중    

    

    

 

1111학년학년학년학년    

2학년 

 

150150150150만원만원만원만원    미만미만미만미만    

150~249 만원 

250~349 만원 

350~449 만원 

450만원 이상 

 

없음없음없음없음    

있음 

 

저체중저체중저체중저체중    

정상체중 

비만군 

 

매우말랐다매우말랐다매우말랐다매우말랐다////말랐다말랐다말랐다말랐다////표준이다표준이다표준이다표준이다 

살찐편이다/비만이다 

 

1111사분위사분위사분위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8 ~  0  kg8 ~  0  kg8 ~  0  kg8 ~  0  kg    

+1 ~ +5  kg 

+6 ~ +10 kg 

+11kg  이상 

1 

0.902  0.437  1.862 

 

1 

2.215  0.736  6.663 

3.561  1.210 10.478 

2.341  0.686  7.986 

3.228  1.083  9.985 

 

1    

0.749  0.409  1.371 

 

1 

1.010  0.332  3.077 

1.493  0.227  9.810 

 

- 

- 

 

1 

0.861  0.383  1.935 

0.910  0.395  2.097 

0.939  0.404  2.183 

 

1 

3.811  1.220 11.912 

4.666  1.426 15.265 

8.347  1.925 36.186 

1 

0.882  0.426  1.825 

 

1 

2.226  0.740  6.695 

3.378  1.142  9.991 

2.491  0.726  8.549 

3.321  1.090 10.119 

 

1 

0.743  0.407  1.355 

 

- 

- 

- 

 

1 

1.711  0.858  3.411 

 

1 

0.887  0.393  2.001 

1.006  0.430  2.353 

1.146  0.474  2.771 

 

1 

3.560  1.270  9.970 

3.688  1.246 10.915 

6.795  1.833 25.183 

§1사분위: 1~5점, 2사분위: 6~8점, 3사분위: 9~11점, 4사분위: 12~23점 

                                                                                                                                                                                                                                                   



 

 36 

V.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에 대한 인식과 비만도 및 

체중조절행위를 파악하고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 보기 위한 단면 연구이다.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에방법에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교의 1,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남녀 공학과 여고에서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비슷한 지역에 위치한 남녀 공학과 여학교의 여자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입시를 앞둔 3학년 여고생들이 본 연구

에서 제외 되었고 서울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여고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설문

지에 일반적인 특성 및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행위에 대하

여 기입 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일반적인 특성 중 비만 가족력에 대한 질

문에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자의 비만에 대한 인식이 비만의 가족력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의 체중과 키를 스스로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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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awley and Portides(1995)에 의하면 청소년들 중 직접 측정한 체중

과 신장이 자신이 기입한 것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체중을 더 

적게 말하고 남학생들은 신장을 더 크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BMI 

25kg/m2 이상인 비만군이 학생들이 기입한 경우 8%, 직접 측정한 경우 

12%로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비만군이 더 적

은 숫자로, 저체중군이 더 많은 숫자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만에 대한 측정도구로 BMI를 사용하였다. BMI는 계산법

이 간단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체지방률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어 임상에

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체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발달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 신체의 체지방 분포를 알 수 없으며, 인종에 따라 체지방

량과 상관성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민헌기, 1999). 실제로 BMI에 대

한 측정 도구와 기준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

들에서는 아직 확정된 표준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청소년 비만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신체 계측

치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2.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에결과에결과에결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에서는 체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매우 말랐다’와 ‘말랐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0%, ‘표준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6%, ‘살찐 편

이다’와 ‘비만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6.4%로 본인이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그러나 키와 몸무게로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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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에 따른 비만도를 보면 저체중 14.2%, 정상체중 79.5%, 과체중 6.3%

로 정상체중에 속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은 자

신의 실제적인 비만도와 다르게 본인의 체형을 살이 찌거나 비만한 쪽으

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애리(1992)와 김옥수

(199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 여고생들에게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9등급의 그림으로 알아본 선호하는 체형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현재 본

인의 체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분포를 보였으나, 

원하는 체형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마른 체형에 분포되어 있었

다. 또한 원하는 키와 체중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원하는 키의 평균이 

166.9cm, 원하는 체중의 평균이 47.9kg으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이 곧 ‘아름다움’이라

는 잘못된 사회 인식이 청소년기 여고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김화영, 1993). 따라서 청소년기 여학생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으로 올바른 체형에 대한 인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조사 대상자 중 50.4%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체중조

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 중 체중조절방법은 운동요법 78.2%, 식이요법 

72.9%, 기타요법 3.7%, 약물요법 2.2%, 비만 클리닉 방문 1.5%로 나타났

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체중조절을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운

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진(1997)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은 이미 알려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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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중조절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고생들이 올바른 방

법으로 체중조절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체중조절방법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법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체형에 대한 인식의 변수인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지(‘매우 말랐다’, ‘말랐

다’, ‘표준이다’, ‘살찐 편이다’, ‘비만이다’)와 체형에 대한 만족여부(‘만족’과 

‘불만족’) 및 선호하는 체형과 체중조절행위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살찐 편, 

비만으로 생각하고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 하며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대

상자의 체중조절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이러한 결과

는 김연희와 홍양자(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여고생들은 날씬한 체

형을 선호하고 이러한 인식이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기존의 체형 존중감을 이용한 선행 연구(송호지 등, 1999; 박진아 등, 

1997)에서는 체형 만족도와 체형 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

며, 연구 결과에서는 본인이 비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 

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체형 존중감이 낮다고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체형 존중감이 체중조절행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체형 존중감과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인 체형 존중감을 이용하여 

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러나 체형 존중감과 체중

조절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외에 아직까지 체형 

존중감과 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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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체형 존중감과 체형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체중조절행위와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체중조절행위(다이어트)와 실제 체중에 대한 자신이 원하는 체중의 비

(perceived overweight)의 관계에서 정근백 등(1995)은 청소년기 여자, 

남자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초과

체중(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이)이 여고생들의 체중조절행위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초

과체중과 가족의 월수입이 체중조절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그러나 비만에 대한 가족력의 경우 박수연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 청소년 중에서 비만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체중조절행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정아 등(2002)에 의한 비

만과 가족 내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BMI가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비만

가족력이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잘못된 체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이 본인의 시각

으로 가족들의 비만 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가족력의 경우 직접 보고가 아닌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경우 체형에 대한 인식, 만족도, 비만도 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매스

컴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변수들을 고

려한 체중조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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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보았을 때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의 비만도에 따른 비

만상태 보다 스스로를 살찐 편 혹은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의 체

형에 대하여 ‘비만하다’, ‘살찐 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이 빠지기를 원하

며, 본인의 체형에 불만족 하고 비만도가 높은 여고생이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잘못된 비만에 대한 인식 및 날

씬한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한 비만한 

여고생 뿐 아니라 비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 여고생도 체중조절행위가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필요한 

체중조절행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에 불균

형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기 여고생들에게 올바른 비만 및 체형에 대한 인식과 영양섭취 및 체중조

절행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중조절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결과

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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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 비만도와 체중조절행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4개의 고등학교에서 280명의 여학생을 대

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말랐다’와 ‘말랐다’ 13.0%, 

‘표준이다’ 40.6%,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 46.4%였다. BMI 기준의 비만

도는 저체중 14.2%, 정상체중 79.5%, 과체중 6.3%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의 비만 상태 보다 체형에 대하여 더 살찐 편이거나 비만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2. 체형에 대하여 ‘만족’ 14.0%, ‘불만족’ 86.0%로 대부분의 연구 대상

자는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 하고 있었다. 또한 원하는 키 166.9cm, 

체중 47.9kg, BMI 17.2kg/m2로 저체중을 원하였으며, 마른 체형을 선호하

였다. 

  3. 연구 대상자의 49.6%가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하였다. 체중조절방법은 

운동(78.2%), 식이요법(72.9%), 기타요법(3.7%), 약물요법(2.2%), 비만 클

리닉 방문(1.5%)으로 체중조절행위를 시도한 대상자는 평균 한가지 이상

의 체중조절행위를 하였다. 

  4. 체형에 대하여 ‘살찐 편이다’와 ‘비만이다’로 생각하는 대상자가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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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살이 빠지기를 원하며 초과체중(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의 차

이)의 차이가 큰 대상자가 체중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또한 비만도가 높은 대상자가 체중조절행위를 더 많이 시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체형 존중감(body-esteem)과 체중

조절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5. 학년, 가족의 월수입, 비만 가족력, 비만도,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 

존중감, 초과체중을 독립변수로 체중조절행위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체중조절행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가족의 월수입과 초과체중이었다(p<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서울 소재 일부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있

고, 연구 대상자의 키와 체중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측

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

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제한점으로 살펴볼 때 향후 객관적인 비만 측정과 우

리나라 여고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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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김은아김은아김은아    올림올림올림올림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행위’에 대하여 조사하

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께서여러분께서여러분께서여러분께서    답해답해답해답해    주시는주시는주시는주시는    모든모든모든모든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오직오직오직오직    학술학술학술학술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외에외에외에외에    다른다른다른다른    목적으목적으목적으목적으

로는로는로는로는    사용되지사용되지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을않을않을않을    것이며것이며것이며것이며, , , , 개인적인개인적인개인적인개인적인    비밀은비밀은비밀은비밀은    절대절대절대절대    보장될보장될보장될보장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본 조사에 동의하시는 분은 각각각각    물음에물음에물음에물음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솔직하게솔직하게솔직하게솔직하게    빠짐없이빠짐없이빠짐없이빠짐없이    답변해답변해답변해답변해    주주주주

시기를시기를시기를시기를    부탁부탁부탁부탁    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드립니다. . . .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0 

 

 

 

 

1. 귀하의 학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___ 

 

2. 귀하의 어머니의 연령은 몇 세 이십니까? 

 

    나이: __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의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중졸미만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주부                □(2) 생산,기술직         □(3) 판매,서비스직 

 □(4) 행정, 사무관리직   □(5) 전문,연구직      □(6) 기타(              ) 

 

5. 귀하의 가족의 월 수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150만원 미만     □(2) 150만원 ~ 249만원   □(3) 250만원 ~ 349만원 

 □(4) 350만원 ~ 449만원    □(5) 450만원 이상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

는 번호에 V 표 하시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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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가족 중 비만인 사람이 있습니까?(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해주십시

오.)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자매          

 □(4) 조부모 및 친척       □(5) 없음 

  

 

 

 

 

 

 

1. 다음 그림 중에서 본인의본인의본인의본인의    현재현재현재현재    체형체형체형체형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은 몇 번 

인가요?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번호: _____________)  

 

 

 

 

 

 

 

다음은 귀하의 체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하시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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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그림 중에서 본인의본인의본인의본인의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체형체형체형체형과 가장 비슷한 것은 몇 번 인가요?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번호: ___________) 

 

 

 

 

3. 귀하의 체형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말랐다.            □(2) 말랐다.               □(3) 표준이다. 

 □(4) 살찐 편이다.            □(5) 비만이다. 

 

4. 귀하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중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만족                                □(2) 불만족 

 

5. 귀하의 원하는 체중과 키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원하는 체중 : ________________Kg    □원하는 키 : ________________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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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질문에 대하여 맞으면 ““““예예예예””””, 틀리면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에 표시해 주십시오. 

 

질문사항질문사항질문사항질문사항    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1) 나는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좋아한다.   

(2) 내 또래의 아이들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3)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멋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

다. 

  

(5) 내 체중을 생각하면 나는 불행해 진다.   

(6)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좋아한다.   

(7) 나는 더 말랐으면 좋겠다.   

(8)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많다.   

(9) 나는 내 몸매가 자랑스럽다.   

(10) 나는 내 체중을 좋아한다.   

(11) 나는 좀더 잘 생겼으면 좋겠다.   

(12) 나는 종종 내 외모가 부끄럽다.   

(13)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를 놀린다.   

(14) 나는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멋있게 보인다.   

(16) 나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17) 나는 더 살이 쪘으면 좋겠다.   

(18) 나는 종종 다른 사람처럼 생겼으면 한다.   

(19) 내 친구들은 나처럼 생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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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긍지가 높다.   

(21)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화가 난다.   

(22) 나는 남들만큼 멋있게 보인다.   

(23) 내 부모님은 나의 외모를 좋아한다.   

(24) 나는 내 외모에 대하여 걱정한다.   

 

 

 

 

 

 

 

 

1. 현재 본인의 체중과 키를 아래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체중 : ________________Kg      □키 : ________________Cm 

 

2. 체중조절이란 체중을 줄이거나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예예예예””””로로로로    대답하신대답하신대답하신대답하신    경우경우경우경우    아래의아래의아래의아래의 3,4,5,6 3,4,5,6 3,4,5,6 3,4,5,6번번번번    문항에문항에문항에문항에    대답해대답해대답해대답해    주세요주세요주세요주세요. . . .                            

  □(2) 아니오 

 

3. 체중조절을 시도하기 전 몸무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Kg 

다음은 귀하의 체중조절경험 유무 및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하시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V 표 하시거나 알맞은 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5 

4. 체중조절을 언제 시도하셨습니까? (체중조절을 시도한 시기를 기입하여 주십시

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월 전 

 

5. 현재도 체중조절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에 모두모두모두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체중조절방법 예 

(1) 운동 (조깅, 헬스, 수영, 줄넘기, 맨손체조, 등산 등)  

(2) 식이요법 (절식, 식사량 줄이기, 간식 줄이기, 굶기 등)  

(3) 약물요법 (체중조절을 위한 약 복용)  

(4) 비만 클리닉 요법 (체중 조절을 위하여 비만 클리닉 방문)  

(5) 기타요법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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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ight control behaviors of body-image in high school girls 

 

Eun Ah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the perception of body-image and the weight 

control behaviors in high school girls. The convenience sample was 

consisted of 278 first and second grade high school girls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Apr 08 to 

Apr 10 in 2005.  

 BMI was calculated by using self-reported body weight and height. 

Three questions were asked to measure the perception, the 

satisfaction of body-image and weight control behaviors. Preferred 

body-image was measured using somatotype drawing developed by 

Soren et al. The excessive weight (the difference betwee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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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and wanted weight) was measured.  Mendelson’s body-esteem 

score tested by Jin Ah Park was utilized to measure body-estee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ntage of the subjec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very 

thin’  and ‘ thin’  were 13.0%, who thought themselves as ‘normal’  were 

40.6%, who answered themselves as ‘ fat’  and ‘very fat’  were 46.4%. 

However, the calculated BMI showed that under weight was 14.2%, 

normal weight was 79.5%, overweight was 6.3%. The subject 

recognized herself as ‘fat’  and ‘obesity’  rather than BMI.  

 2. The subjects who were satisfied with body-image were 14.0%, 

while who were dissatisfied were 86.0%. The average of wanted height 

was 166.9cm and the average of wanted weight was 47.9kg. Based on 

wanted weight and height, BMI was 17.2kg/m2 which was considered as 

under weight. The most of subjects selected thin body-image from 

somatotype.    

 3. The percentage of the subjects said that they tried one or more 

weight control behaviors were 49.6%. The most popular method was 

exercise, 78.2% followed by food diet, 72.9%, weight control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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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se of weight control clinic, 1.5% and others, 3.7%. 

 4. The subjects felt themselves as ‘ fat’  and ‘obese’  tried weight 

control behaviors more frequently. And the subjects who were not 

satisfied with body-image, wanted weight loss and had great difference 

excessive weight tried weight control behaviors more. Also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ut, body-esteem for 

weight control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family income and 

excessive weight were associated to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ased on this study, health providers need to educate high school 

girls about right body-image and weight control behaviors. Also, more 

studies might be needed to measure more accurate and objective 

obesity and to ponder what other factors affect weight contro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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