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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의 발현 및 발달과정에서의 개인차 등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하여 혼란과 정서적 동요가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

의 몸과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다[1]. 특히 날씬하고 마른 체형이 미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현대

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

상체중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 경우에도 체중감량행위를 시도하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체질량지수가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
윤현정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e of Body Mass Index on Weight Loss Behaviors among Underweight and 
Normal Weight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Image 
Distortion
Hyun Jung Yu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image distor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weight loss behaviors among underweight and normal weight adolescents. Methods: Using statistics from 15th (2019)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

based Survey, Rao-Scott χ2 test and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study sample included 44,057 middle and high school stu-

dents. Results: Weight loss behavior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and body image distortion. Gender, grade,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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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Conclusions: Findings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perceive accurate body weight and to prevent body image distortion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among underweight and normal weight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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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2]에서 전

체 청소년의 11%가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하고 있었고, 2013

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국내연

구[3]에서도 정상체중 청소년의 32%가 체중감량행위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Oh et al. [4]의 연구에서 정상체중 남자 청소년의 

40.7%와 여자 청소년의 81.7%가 식사량을 줄이는 체중감량행위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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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발달로 인해 영양과 에너지 요구량이 최대

가 되며 균형 잡힌 식이가 중요한데[1], 저체중이나 정상체중 청소년들

의 건강하지 못한 체중조절은 성인기로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연구[4]에서 저체중 여자 청소년의 7.7%가 

극단적인 체중감량행위를 하고 있었고, Kennedy et al. [5]의 대단위 연

구에서 청소년들은 체중감량을 위해 금식을 하는 경우가 13.35%로 나

타났으며, 다이어트 약이나 변비약 복용 및 구토를 하는 등의 체중감

량행위를 하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체중조절을 위해 지나친 식이 제한

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성장 및 성 성숙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학습능

력 및 집중력 감소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 

또한 심한 저체중인 경우에는 대사율 감소, 저혈압, 순환장애, 장운동 

지연이나 변비 등의 질병 위험과 사망률이 높아질 위험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6,7]. 따라서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

절한 체중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

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서[5,8],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많

이 나타났으며,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체중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9,10]. 특히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는 체질량지수

와 관련이 있었는데,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11]에서 음

식을 줄이거나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체중감량행위가 체질량지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극단적 체중조절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체질량지수가 확인되었다[4]. 체질량지수와 함께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체형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청소

년의 신체불만족은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하게 하거나 운동

을 덜 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12], 자신에 대한 체중 인식이 일치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체중조절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정상체중 청소년이 자신의 체형을 비만으로 과대평가하여 인지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 체중감량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3]. 

자신의 신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신체이미지 왜곡은 

체질량지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질량지수 백분위

와 신체이미지 왜곡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13],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정상체중군보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저체

중군인 경우에 정상체중군보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4]. 따라서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왜곡과 체중감량행위와의 관

계에서 이들 변수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체중감량행

위로 인해 건강상태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상체중

이나 저체중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왜곡과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각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 확인하였거나

[2,3,15] 과체중이나 비만 청소년,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

구들[16,17]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표본인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2,4,9,10]에서 청소년

의 체중감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학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저

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체중감량행위를 파악

하고, 체질량지수가 신체이미지 왜곡을 매개로 체중감량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확인된 결과는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 및 건강한 체중관리를 돕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감량행

위를 파악한다. 

둘째,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왜곡과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체질량지수가 신체이미지 왜곡

을 매개로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체질량지수가 신체이미지 

왜곡을 매개로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

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도에 실시한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

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전국 39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

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으로 나누었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 ·고등학교 각각 400개교씩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 수를 배

분하였다. 표본추출 단계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1차 추

출단위는 학교로 영구난수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고, 2차 추

출단위는 학급으로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전국 중 ·고등학교 800개교, 60,100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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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고, 실제 800개교 57,30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18],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이용지침서[18]의 지표정

의에 따라 신체이미지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19]을 참고하여 85백분위수 미만인 청소

년 44,05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에서 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 아버

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과의 거주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유형은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은 주관적으로 인지된 변수로, ‘상’(상, 중상), ‘중’(중), ‘하’(중

하, 하)로 재분류하였다. 가족과의 거주 여부는 현재 거주형태에 대한 

문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직

접 기입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계산값을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2017년도에 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

지수 기준[19]에 따라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체중’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이미지 왜곡 

신체이미지 왜곡은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18]에서 설명하는 지표정의에 따라 측정하였다. 2017년 소

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의 백분위수를 기준[19]으로 저

체중 및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85백분위수 미만인 자 중에서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을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살이 찐 편이라고 응답한 경

우에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체형 인지 

문항은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마른 

편’ 1점에서 ‘매우 살이 찐 편’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인 정상체중 군이 

주관적 체형인지 문항에 ‘약간 살이 찐 편’ 또는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응답한 경우와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미만인 저체중 군이 자신의 체

형을 ‘보통’, ‘약간 살이 찐 편’, ‘매우 살이 찐 편’으로 응답한 경우에 신

체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체중감량행위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는 체중조절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인 

‘최근 30일 동안,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체중감량행

위를 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의 응답인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체중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체중감량행위를 하

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체중감량행위는 규칙적인 운동, 

단식, 식사량을 줄임, 약복용(의사처방 있음), 약복용(의사처방 없음), 

설사약/이뇨제, 식사 후 구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한약, 다

이어트식품 섭취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복합표본설계 자료분석 지침에 따라 층화변수, 집락

변수, 가중치, 유한모집단수정계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 계획파일

을 생성한 후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감량행위의 차이와 대상자의 체

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왜곡에 따른 체중감량행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인 Rao-Scott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체질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and Kenny [20]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

여 절차에 따라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

향력이 1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 3단계의 매개 회귀분석을 완료한 후 Sobel test를 이용하여 신체

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49.6%, 여학생은 

50.4%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17.4%로 가장 많았으

며, 중학교 2학년이 15.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는 남녀

공학이 67.0%로 가장 많았고, 남학교와 여학교는 각각 16.0%, 17.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39.3%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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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p< 0.001) 체

중감량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

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p< 0.001)에 체중감량행위를 가

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체질량지수와 신체이미지 왜곡에 따른 체중감량행위 및 방법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에 따라 체중감량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p< 0.001), 정상체중 청소년의 29.2%와 저체중 청

소년의 6.6%가 체중감량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이미지 

왜곡에 따른 체중감량행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 0.001), 전체 대상자 중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는 23.8%

를 차지하였으며,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

(20.5%)보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48.6%)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체중감량행위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p< 0.001), 식사량을 줄임

많았고, 경제수준은 ‘중’으로 응답한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다. 아

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71.3%, 66.6%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과 거주 하는 경우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중감량행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

족과의 거주 여부를 제외하고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

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16.6%)보다 여학생(37.6%)이,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29.3%)이 체중감량행위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고등학

교 3학년(24.7%)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학업성

적에서 ‘하’(29.9%)로 응답한 경우(p< 0.001), 경제수준에서 ‘하’(29.5%)

로 응답한 경우(p = 0.001)에서 체중감량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Table 1. Differences of weight loss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4,057)

Variables Categories n (%)

Weight loss behaviors 

No Yes
Rao-Scott χ2 p

n (%) n (%)

Gender Boys 21,988 (49.6) 18,338 (83.4) 3,650 (16.6) 2496.59 <0.001
Girls 22,069 (50.4) 13,650 (62.4) 8,419 (37.6)

Grade Middle 1st 7,761 (16.7) 5,743 (74.3) 2,018 (25.7) 61.91 <0.001
Middle 2nd 7,657 (15.9) 5,526 (72.5) 2,131 (27.5)
Middle 3rd 7,852 (17.0) 5,585 (70.9) 2,267 (29.1)
High 1st 7,083 (17.0) 5,148 (73.0) 1,935 (27.0)
High 2nd 6,768 (16.1) 4,788 (70.7) 1,980 (29.3)
High 3rd 6,936 (17.4) 5,198 (75.3) 1,738 (24.7)

School type Male 7,005 (16.0) 5,839 (83.5) 1,166 (16.5) 753.81 <0.001
Female 7,423 (17.1) 4,667 (63.6) 2,756 (36.4)
Coeducation 29,629 (67.0) 21,482 (72.6) 8,147 (27.4)

School achievement High 17,405 (39.3) 13,116 (75.7) 4,289 (24.3) 126.59 <0.001
Middle 13,319 (30.3) 9,509 (71.8) 3,810 (28.2)
Low 13,333 (30.4) 9,363 (70.1) 3,970 (29.9)

Economic status High 17,485 (40.2) 12,806 (73.3) 4,679 (26.7) 15.28 0.001
Middle 21,378 (48.3) 15,539 (72.9) 5,839 (27.1)
Low 5,194 (11.5) 3,643 (70.5) 1,551 (29.5)

Father’s education levels1 ≥College 15,904 (71.3) 11,486 (72.4) 4,418 (27.6) 18.44 <0.001
High school graduate 6,368 (27.1) 4,427 (69.6) 1,941 (30.4)
≤Middle school 405 (1.6) 283 (68.8) 122 (31.2)

Mother’s education levels1 ≥College 15,374 (66.6) 11,127 (72.6) 4,247 (27.4) 43.46 <0.001
High school graduate 7,570 (32.0) 5,176 (68.5) 2,394 (31.5)
≤Middle school 350 (1.4) 243 (68.6) 107 (31.4)

Living with family Yes 41,805 (95.7) 30,366 (72.8) 11,439 (27.2) 0.50 0.565
No 2,252 (4.3) 1,622 (72.1) 630 (27.9)

1Missing data is not included in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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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약복용(의사처방 있음) (p = 0.017),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

이어트(p = 0.014)가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정상체중 청소년이 저체중 청소년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량

을 줄이는 방법을 더 많이 하였으나 약복용(의사 처방 있음)과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는 저체중 청소년에서 더 많았다. 신체이미지 왜

곡에 따른 체중감량행위 방법에서는 단식(p = 0.001), 식사량을 줄임

(p < 0.001), 약복용(의사처방 있음) (p = 0.016), 약복용(의사처방 없음) 

(p< 0.001), 다이어트식품(p< 0.001)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경우

보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하는 체중감량행위 방

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체질량지수가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

체질량지수가 체중감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 [20]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

의하게 나타난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 아버지와 어

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

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가 종속변수인 체중감량행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1.91, p< 0.001). 2단계에

서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가 매개변수인 신체이미지 왜곡에 유의한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ody image distortion, and weight loss behaviors (n=44,057) 

Variables Categories n (%)

BMI
Rao-Scott 

χ2 p

Body image distortion
Rao-Scott 

χ2 pUnderweight Normal weight No Yes

n (%) n (%) n (%) n (%)

Weight loss 
behaviors 

Yes 12,069 (27.2) 254 (6.6) 11,815 (29.2) 1,176.41 <0.001 6,999 (20.5) 5,070 (48.6) 2,972.87 <0.001
No 31,988 (72.8) 3,624 (93.4) 28,364 (70.8) 26,749 (79.5) 5,239 (51.4)
Total 44,057 (100.0) 3,878 (8.9) 40,179 (91.1) 33,748 (76.2) 10,309 (23.8)

BMI, body mass index.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ody image distortion, and method to weight loss behaviors (n=12,069) 

Variables Categories n (%)

BMI
Rao-Scott 

χ2 p

Body image distortion
Rao-Scott 

χ2 pUnder weight Normal weight No Yes

n (%) n (%) n (%) n (%)

Method to weight loss behaviors1 
   Regular exercise Yes 8,850 (73.0) 162 (62.9) 8,688 (73.2) 13.09 <0.001 5,132 (73.0) 3,718 (73.0) 0.01 0.938

No 3,219 (27.0) 92 (37.1) 3,127 (26.8) 1,867 (27.0) 1,352 (27.0)
   Fasting Yes 1,678 (13.6) 39 (16.3) 1,639 (13.5) 1.59 0.234 927 (12.6) 751 (14.9) 12.56 0.001

No 10,391 (86.4) 215 (83.7) 10,176 (86.5) 6,072 (87.4) 4,319 (85.1)
   Reducing meal size Yes 9,854 (81.9) 177 (72.0) 9,677 (82.2) 15.96 <0.001 5,530 (79.5) 4,324 (85.2) 65.65 <0.001

No 2,215 (18.1) 77 (28.0) 2,138 (17.8) 1,469 (20.5) 746 (14.8)
   Diet pills (Prescription 

drugs)
Yes 143 (1.2) 7 (3.2) 136 (1.1) 6.53 0.017 70 (1.0) 73 (1.5) 6.16 0.016
No 11,926 (98.8) 247 (96.8) 11,679 (98.9) 6,929 (99.0) 4,997 (98.5)

   Diet pills (Over-the- 
counter drugs)

Yes 442 (3.5) 10 (3.2) 432 (3.5) 0.06 0.801 190 (2.4) 252 (4.8) 49.61 <0.001
No 11,627 (96.5) 244 (96.8) 11,383 (96.5) 6,809 (97.6) 4,818 (95.2)

   Laxatives or diuretics Yes 214 (1.7) 7 (3.2) 207 (1.7) 2.93 0.084 127 (1.8) 87 (1.6) 0.22 0.612
No 11,855 (98.3) 247 (96.8) 11,608 (98.3) 6,872 (98.2) 4,983 (98.4)

   Vomiting after meal Yes 325 (2.6) 6 (2.8) 319 (2.6) 0.04 0.848 176 (2.5) 149 (2.7) 0.45 0.511
No 11,744 (97.4) 248 (97.2) 11,496 (97.4) 6,823 (97.5) 4,921 (97.3)

   One food diet Yes 1,230 (10.2) 36 (15.0) 1,194 (10.1) 6.17 0.014 720 (10.2) 510 (10.1) 0.01 0.911
No 10,839 (89.8) 218 (85.0) 10,621 (89.9) 6,279 (89.8) 4,560 (89.9)

   Oriental medicine Yes 400 (3.3) 14 (4.6) 386 (3.3) 1.29 0.227 241 (3.3) 159 (3.3) 0.01 0.922
No 11,669 (96.7) 240 (95.4) 11,429 (96.7) 6,758 (96.7) 4,911 (96.7)

   Diet food Yes 1,560 (12.9) 33 (12.6) 1,527 (12.9) 0.02 0.904 788 (11.0) 772 (15.3) 47.20 <0.001
No 10,509 (87.1) 221 (87.4) 10,288 (87.1) 6,211 (89.0) 4,298 (84.7)

BMI, body mass index.
1The respondent who did effort to los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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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1.40, p< 0.001).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와 매개변수인 신체이미지 왜곡이 종속변수인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

가 체중감량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 =1.72, 

p< 0.001), 매개변수인 신체이미지 왜곡도 체중감량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 =1.10, p< 0.001), 분석모형은 적합하였다(Wald 

F =140.81, p< 0.001).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와 비

교하였을 때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에

서 체질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 사이의 회귀계수(B) 1.72는 1단계의 

1.91과 비교하여 크기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체질

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마지막으로 각 3단계의 매개 회귀

분석을 완료한 후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13.94, p< 0.001) (Figure 1).

고  찰

본 연구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신체

이미지 왜곡, 체중감량행위의 수준을 파악하고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에서 신체이미지 왜곡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체질량지수에 따라 체중감량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정상체중 청소년의 29.2%와 저체중 청소년의 6.6%가 체중감량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7년도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9]에서 정상체중 청소년의 29.6%와 저체중 청소년의 

5.7%가 체중감량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저체

중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가 더 증가된 수치이다. 청소년들은 저체중

으로 인하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이차 성징의 지연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증

가될 수 있기 때문에[21,22] 저체중 청소년들이 건강한 체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저체중 청소년들은 

약복용(의사처방 있음)과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방법의 체중

감량행위를 정상체중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체중 청소년들이 과체중 청소년들보다 단식, 다이어트 약 복용, 구토

나 설사약 복용 등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난 Kennedy et al. [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들

의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의 위험요인으로 우울 증상, 따돌림 경

험과 친구의 다이어트가 확인되고 있어[2,10,23] 저체중 청소년들의 건

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나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체중감량행위의 분석 결과, 저체중 및 정상체중 남자 

청소년의 16.6%와 여자 청소년의 37.6%가 체중감량행위를 하고 있었

고 여자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는 남자 청소년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3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16]에

서 저체중 및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32.5%가 체중감량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2]에서 저체중 및 정상체중 남자 청소년의 3.7%와 여자 청

소년의 12.9%가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body image distortion on the relationship body mass index and weight loss behaviors (n=44,057)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MI →  
Weight loss behaviors

BMI →  
Body image distortion

BMI, Body image distortion → 
Weight loss behaviors

B SE OR p B SE OR p B SE OR p

Independence variable: BMI 1.91 0.09 6.73 <0.001 1.40 0.09 4.06 <0.001 1.72 0.10 5.59 <0.001
Mediating variable:  

Body image distortion
1.10 0.04 2.99 <0.001

Model fit Wald F=100.62 (p<0.001) Wald F=40.22 (p<0.001) Wald F=140.81 (p<0.001)
Sobel test Z=13.94 (p<0.001)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BMI, body mass index.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body image distor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body weight loss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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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여자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가 남자 청소년보다 

많았다. 청소년기는 여학생들이 모체로 준비되는 시기이지만 저체중

으로 인해 무월경, 불임, 저체중아 출산 등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

어[6,24]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자 고등학생들은 체중조절

을 하는 이유로 외관상의 이유, 둔해 보여서, 건강 때문에, 주위의 놀림 

순서라고 하였고, 이 중 주위의 놀림이 체중조절행위를 가장 많이 하

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므로[25] 외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나 평

가에 따라 체중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

절한 체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학업성적에서 ‘하’로 응답한 경우에 체중

감량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구나 교사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체

중감량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와 같이 학교 관련 

요인이 체중감량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

에 대한 분석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

인 경우에 체중감량행위를 가장 적게 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에서 

‘상’으로 응답한 경우에 체중감량행위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적절한 체중조

절 노력을 한다는 연구결과[9]와 유사하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

록 섭식장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26] 이들 그룹에 대한 주의

와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는 부모를 포함

한 가족 요인이나 친구관계를 포함한 학교 요인과 같이 청소년을 둘러

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중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체이미지 왜곡에 따른 체중감량행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는데,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경우보다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

는 청소년들이 체중감량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체중감량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선

행연구들[3,16,27]의 결과를 지지한다. Lee [3]의 연구에서 정상체중 청

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을 비만으로 인지한 경우 65.4%가 체중감량행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체중감량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중감량행위 방법도 신체이미지 왜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청소

년들이 단식, 식사량을 줄임, 약복용(의사 처방 있음), 약복용(의사 처

방 없음), 다이어트 식품의 체중감량행위 방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한 정상체중 청소년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한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체

중감량행위를 1.54배 높게 하였다는 연구결과[28]와 유사하다. 또한 자

신의 체형을 심한 과체중으로 인식한 경우에 구토나 설사약 복용과 같

은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행위를 하는 경우가 남자 청소년은 6.29배, 

여자 청소년은 7.48배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5]와 같이 신체이미지 

왜곡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체중감량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확인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29]에서

도 체형 인식이 체중조절시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u et al. [29]는 개인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는 건강행동으

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체

형과 체형 인식에 차이가 있는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체질량지수가 체중감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

준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체질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

와의 관계에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중관리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할 때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Choi and Cho [30]는 청소년의 신체상 개선을 

위해 생태체계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부모나 교사의 신체부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외모보다는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

였으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및 학교를 기반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정상체중 청소년이 저체중 청소년보다 체중감량행위

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신체이미지 왜곡이 있는 청소년이 신체이미지 

왜곡이 없는 청소년보다 체중감량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

적, 경제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와 체중감량행위와의 관계에

서 신체이미지 왜곡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

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의 건강한 체중관리를 돕기 위한 중재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이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

라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체중조절과 관련된 건

강문제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 청소년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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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체질량지수 계산을 위해 사용한 신장과 체중은 청소년들이 자

가 기입한 수치로, 동일한 측정계나 검사자가 직접 측정한 자료가 아니

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개입이나 측정치의 오류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정확한 신체계측 자료를 이용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청소년의 체중감량행위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

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체중감량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체중감량행위로 인해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

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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