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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저체중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나쳐 정상체중에 대한 왜곡된 신
체 이미지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비만 뿐 아니라 저체중아의 발생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자 청소년들의 체중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체중군별로 식생활 요인 및 생활 습관 요인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방법: 부산시 소재 여자 고등학교 3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BMI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체중군과 정
상체중군 및 과체중군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일반환경 및 신체 계측, 체중조절 관심도, 식생활 태도,
영양지식 및 영양소 섭취량을 설문조사하여 각 체중군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대상자 중 한국소아발육치의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과체중군은 9.1%, 저체중군은 20.9%
였다.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조사대상자의 44%가 살찐 체형으로, 저체중군의 34%가 표준체형으로 인
식하고 있어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식생활 태도 및 영양지식 점수는 체중군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폭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에너지 섭취는 과체중군에서 에너지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칼슘의 섭취는 모든 군에서 권장량의 70%수준을 보였다.
결론: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형성, 저체중아의 발생 비율의 증가, 운동부족 및 칼슘 섭취부족 등
을 개선 또는 보완 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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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를 변인으로 하여 영양지식, 체중조절 관심도, 식생활

론

태도, 생활습관, 영양소 섭취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하고

계를 규명하여 여고생들의 체중조절에 대한 올바른 가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

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식생활을 계획 할 수 있는 영양

1)

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 또한 이 시기에는 과다한 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업을 수행하게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모체로 준비되
어지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의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대상 및 방법

성인이 된 이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바람직하지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 여학생의 경우 무

부산 시내에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

리한 절식으로 인한 섭식 장애, 결식, 외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

학년 여학생에게, 2002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는 신체 외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마른 체격을 선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에 대

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해 작성 방법을 교육한 후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

은 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일부

를 기록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6부 (회수율

청소년층에서는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나쳐 그릇

96.5%)를 회수하였으며 불확실한 응답을 제외한 339

된 신체상 (Bady Image)과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이

부 (87.8%)의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한국소아발육

2)

만연되어가고 있다 . 또한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급

표준치 (1998.대한소아과학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성장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이

이 조사대상자를 분류하였다. 즉, BMI의 15백분위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저체중을 선호하고 있어 체중의

미만(BMI,18.7 미만)을 저체중군, 15~85백분위수(BMI,

양극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지역의 고등학생을

18.7~23.6)를 정상군, 85백분위수 (BMI=23.6이상) 이

3)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전체의 42.5%, 특히 여고생

상은 과체중군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사 내용을 비교․

의 56.2%가 체중조절의 경험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

분석하였다.

2)

다. 박혜순 등 의 연구에서는 저체중인 여대생의
1) 일반 환경

53.8%와 정상체중인 여대생의 60.5%가 다이어트를

조사 대상자의 나이, 신장, 체중과 경제적 수준, 용

하고 있어, 실제로는 정상체중이나 저체중 임에도 불
구하고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체중조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
라 여자 청소년들도 다양한 체중조절 방법을 시도하고

2) 체중조절 관심도 및 생활습관

있으나, 잡지나 TV 등 대중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 경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 관심도 및 시기,

우가 많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식사법에 의존하게

이유, 시도여부와 그 이유, 체중조절방법, 운동방법과

4)

시간, 잠자는 시간, TV 시청시간, 인터넷 사용 시간

되어 많은 부작용 및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
대도시 청소년기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
5,6)

등에 관한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 의하면 균형 잡힌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식생활 태도

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학력, 가족수,
가족형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등이 제시된 바 있

식생활 태도에 관한 12문항 중 긍정적인 문항 8문

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바람직한 식습관

항과 부정적인 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형성과 그에 따른 식생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

문항에서는 ‘항상 그렇다’를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를 1점으로 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이에 본 연구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만도

않다’를 4점, ‘항상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식생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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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umber(%)
17
18
19

2 (0.6)
104 (30.7)
233 (68.7)

2~3
4~5
＞ 6

48 (14.2)
273 (80.5)
18 (5.3)

＜ 100
100~150
150~200
≥200

19 (5.6)
79 (23.3)
118 (37.8)
113 (33.3)

2
2~5
5~8
＞ 8

44 (13.0)
212 (62.5)
66 (19.5)
17 (5.0)

Age (yr)

Family size (No)

Income
(10000won)

Pocket money (10000won)

Total

339 (100)

도점수를 합산하였다.

결

과

1. 일반환경

4) 영양 지식

조사대상자의 일반 환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영양 지식은 15문항으로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 영
양소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하여 정답을 2점으로 하

다. 대상자의 연령은 17세가 0.6%, 18세가 30.7%, 19

고, 틀린 답을 0점으로, ‘모르겠다’는 1점으로 하여 총

세가 68.7%였다. 가족 수는 2~3명이 14.2%, 4~5명이

3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80.5%, 6명이상이 5.3%였다. 가정의 가계수입을 조사
한 결과는 150~200만원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고,

5) 영양 섭취 실태 조사

200만원 이상이 33.3%, 100~150만원 미만이 23.3%,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하루 동안 먹은 모든 식

100만원 미만이 5.6%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을

품의 이름과 재료명, 재료의 분량을 밥공기, 접시, 조

살펴보면 2~5만원 미만이 62.5%로 가장 많았고, 5~8

각 등의 단위로 적고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여 에너지

만원이 19.5%, 2만원 미만이 13.0%, 8만원 이상이

와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영양학회 CAN program의

5.0%로 조사되었다.

database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신체계측

3. 통계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체위는 Table 2와 같다. 평균 신장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SPSS 10.01 프로그램을 이용

과 체중은 각각 162.1 cm와 53.2 kg으로 한국인 영양

해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량

권장량에 제시된 신장 (160 cm)보다는 약간 크게 조사

인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및 백분율, 일원배치분산분

되었고 체중 (54 kg)은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저체중

석을 산출하여 나타냈다. 신뢰성 검사를 위해 t-test,

군에서 신장은 162.3 cm, 체중은 49.4 kg이고, 정상체

2

x -test와 ANOVA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중군과 과체중군에서 신장과 체중은 각각 161.8 cm,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56.6 kg과 162.1 cm, 67.7 kg으로 나타났다. 체중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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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1)

UW (n=71)

NW (n=237)

OW (n=31)

Total (n=339)

Height (cm)

162.3±5.011)

161.8±5.17

162.1±4.26

162.1±5.07

Weight (kg)

49.4±4.19

56.6±4.54

67.7±3.33

53.2±6.04

2

18.7±1.02

21.6±1.19

25.6±0.55

20.2±1.99

BMI (kg/m )
Mean±SD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Table 3. Perception of Body Image and Attitude to Weight Control

Perception of
body image

Concern for
weight control

Considered
age of weight
control

Reason for
weight control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1)

Variable
Thin
Slender
Standard
Fatty
Very fatty
Total
Significance
Very much
Some
Little
None
Total
Significanc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Never
Total
Significance
For health
Boy friend
Thought to be fatty
Thought to be thin
Other
Non-answer
Total
Significance
2~3 times in past
Currently attempting
Plan to try
Never try
Non-answer
Total
Significance

χ2

2

χ

χ2

2

χ

2

χ

UW
24 (33.8)1)
16 (22.5)
28 (39.4)
3 (4.2)
0 (0)
71 (100)
= 267.713
17 (23.9)
39 (54.9)
12 (16.9)
3 (4.2)
71 (100)
= 19.777
1 (1.4)
17 (23.9)
43 (60.6)
10 (14.1)
71 (100)
= 42.403
9 (12.7)
8 (11.3)
25 (35.2)
6 (8.5)
15 (21.1)
8 (11.3)
71 (100)
= 50.446
16 (22.5)
6 (8.5)
37 (52.1)
9 (12.7)
4 (4.2)
71 (100)
= 16.689

NW
2 (0.8)
4 (1.7)
102 (43.0)
126 (53.2)
3 (1.3)
237 (100)
p = 0.000
93 (39.2)
125 (52.7)
19 (8.0)
0 (0)
237 (100)
p = 0.003
18 (7.6)
108 (45.6)
104 (43.9)
7 (3.0)
237 (100)
p = 0.000
19 (8.0)
13 (5.5)
174 (73.4)
1 (0.4)
23 (9.7)
7 (3.0)
237(100)
p = 0.000
97 (40.9)
21 (8.9)
111 (46.8)
8 (3.4)
0 (0)
237(100)
p = 0.010

OW
0 (0)
0 (0)
0 (0)
18 (58.1)
13 (41.9)
31 (100)

Total
26 (7.7)
50 (5.9)
130 (38.3)
147 (43.4)
16 (4.7)
339 (100)

16 (51.6)
14 (45.2)
1 (3.2)
0 (0)
31 (100)

126 (37.2)
179 (52.8)
32 (9.4)
2 (0.6)
339 (100)

4 (12.9)
21 (67.7)
6 (19.3)
0 (0)
31(100)

23 (6.8)
146 (43.1)
154 (45.4)
16 (4.7)
339 (100)

1 (3.2)
1 (3.2)
28 (90.3)
0 (0)
0 (0)
1 (3.2)
31 (100)

29 (8.6)
22 (6.5)
227 (67.0)
7 (2.1)
38 (11.2)
16 (4.7)
339 (100)

15 (48.4)
3 (9.7)
11 (35.5)
1 (3.2)
1 (3.2)
31(100)

128 (37.8)
30 (8.8)
159 (46.9)
18 (5.3)
4 (1.2)
339(100)

Number (%)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BMI는 저체중군에서 18.7 kg/m2과, 정상체중군에서

여고생의 연구7)에서는 신장과 체중이 각각 160.3±5.3

2
2
21.6 kg/m , 과체중군에서 25.6 kg/m 이었다. 서울지역

cm, 56.1±9.1kg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대상자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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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ttempt of Weight Control
NW

OW

Total

Lose
Gain

35 (76.1)
10 (21.7)

183 (99.0)
2 (1.0)

23 (100)
0 (0)

241 (95.3)
11 (4.7)

Total

46 (100)

185 (100)

23 (100)

252 (100)

Significance

χ2 = 46.311

UW
Weight
control

Means

Cause

Effort

1)

1)

p = 0.000

Fasting dinner
Eating less
Increasing exercise
Using of weight control pill
Choice foods carefully
Other

5 (11.9)
18 (42.9)
16 (38.1)
0 (0)
1 (1.4)
2 (4.8)

30 (16.1)
64 (34.1)
70 (37.6)
1 (0.5)
15 (8.1)
6 (3.2)

5 (20.8)
5 (20.8)
10 (41.6)
1 (4.2)
2 (8.3)
1 (4.2)

140 (15.9)
87 (34.5)
96 (38.1)
2 (0.8)
18 (7.1)
9 (3.6)

Total

42 (100)

186 (100)

24 (100)

252 (100)

Significance

χ2 =8.818

p = 0.549

A style of dressing
To avoid of the dullness
An object of ridicule
To be slender

9 (22.0)
4 (9.8)
1 (2.4)
27 (65.9)

78 (37.7)
19 (9.2)
1 (0.5)
109 (52.7)

12 (46.2)
5 (19.2)
0 (0)
9 (34.6)

99 (36.1)
28 (10.2)
2 (0.7)
145 (52.9)

Total

41 (100)

207 (100)

26 (100)

274 (100)

2

Significance

χ =10.384

Do
Do not

8 (11.9)
59 (88.1)

60 (25.3)
177 (74.7)

p = 0.109
6 (20.0)
24 (80.0)

74 (22.2)
260 (77.8)

Total

67 (100)

237 (100)

30 (100)

334 (100)

Significance

χ2 =5.508

p = 0.064

Number (%)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이 다소 낮게, 신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체중조절에 관한 태도
Table 3에서와 같이 체중조절 관심도에 관한 태도

3.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는 총 조사 대상자의 37.2%가 많은 관심을, 52.8%가

1) 자신의 체형

약간의 관심을 보였으며 9.4%가 관심이 없는 편이었

체중군별에 따른 자신에 대한 체형인식은 Table 3

고, 0.6%만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군에

과 같다. 저체중군에서는 표준체형으로 인식하는 경우

서는 96.8%가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

가 39.4%로 가장 많았고, 마른 체형과 날씬한 체형으

상체중군과 저체중군에서 각각 91.9%, 78.8%의 학생

로에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33.8%, 22.5%였다. 정상

들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에 관심

체중군에서는 약간 살찐 체형으로 인식은 53.2%, 표

을 가진 시기를 보면 중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진 학생

준체형으로 인식은 43.0%, 매우 살찐 체형으로 인식

들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에서 각각

하는 학생은 1.3%였다. 과체중군에서는 매우 살찐 체

23.9%와 45.6%및 67.7%로 나타나 저체중군에서 비

형으로 인식은 41.9%, 약간 살찐 체형으로의 인식은

교적 늦은 시기에 관심을 보였다. 체중조절에 관심을

58.1%였다 (p<0.001).

가진 이유를 살펴보면 세 군 모두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저체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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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fe Habits of Subjects
NW

OW

Total

6 (8.5)
54 (76.1)
10 (14.1)
1 (1.4)
0 (0)

1)

20 (8.5)
180 (76.3)
35 (14.8)
1 (0.4)
0 (0)

3 (9.7)
22 (71.0)
6 (19.4)
0 (0)
0 (0)

29 (8.6)
256 (75.7)
51 (15.1)
2 (0.6)
0 (0)

71 (100)

236 (100)

31 (100)

338 (100)

UW

Sleeping
(hr)

＜4
5-6
7-8
9-10
11
Total

Watching
TV (hr)

Using
computer (hr)

Physical
activity

Time
consumed
(min)

1)

2

Significance

χ = 4.775

1
2
3
4
Do not

29 (40.8)
19 (26.8)
9 (12.7)
5 (7.0)
9 (12.7)

74 (3.5)
75 (31.9)
39 (16.6)
9 (3.8)
38 (16.2)

p = 0.781
14 (45.2)
10 (32.3)
2 (6.5)
1 (3.2)
4 (12.9)

117 (34.7)
104 (30.9)
50 (14.8)
15 (4.5)
51 (15.1)

Total

71 (100)

235 (100)

31 (100)

337 (100)

2

Significance

χ = 7.052

1
2
3
4
Do not

29 (40.8)
10 (14.1)
4 (5.6)
1 (1.4)
27 (3.0)

82 (34.7)
44 (18.6)
15 (6.4)
2 (0.8)
93 (39.4)

p = 0.531
11 (36.7)
7 (23.3)
3 (10.0)
0 (0)
9 (30.0)

122 (36.2)
61 (18.1)
22 (6.5)
3 (0.9)
129 (38.3)

Total

71(100)

236 (100)

30 (100)

337 (100)

Significance

χ2 = 3.442

Never
Free gymnastics
Jazz dance
Walking or running
Swimming, Tennis
Other

38 (53.5)
10 (14.1)
0 (0)
16 (22.5)
1 (1.4)
5 (7.0)

129 (54.7)
43 (18.2)
1 (0.4)
54 (22.9)
3 (1.3)
6 (2.5)

15 (18.4)
7 (22.6)
0 (0)
9 (29.0)
0 (0)
0 (0)

183 (54.1)
60 (17.8)
1 (0.3)
79 (23.4)
4 (1.2)
11 (3.3)

Total

71 (100)

236 (100)

31 (100)

338 (100)

p = 0.904

2

Significance

χ = 7.006

Never
10
10-30
30-60
60-120
＞120

38 (54.3)
19 (17.1)
9 (12.9)
3 (4.3)
1 (1.4)
0 (0)

128 (54.2)
44 (18.6)
48 (20.3)
13 (5.5)
2 (0.8)
1 (0.4)

p = 0.725
15 (48.4)
7 (22.6)
7 (22.6)
1 (3.2)
1 (3.2)
0 (0)

181 (53.7)
70 (20.8)
64 (19.0)
17 (5.0)
4 (1.2)
0 (0)

Total

70 (100)

236 (100)

31 (100)

337 (100)

Significance

χ2 = 6.095

p = 0.807

Mean ± SD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과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에서 각각 35.2%, 73.4%,

체중조절 시도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에 몇 번 해

90.3%을 나타내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도 뚱뚱하

본적이 있다’에 총 대상자의 37.8%, ‘현재까지 하고

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아 점점 마른 체형을 선호하

있다’에 8.8%, ‘앞으로 해 불 것이다’에는 46.9%, ‘시

는 경향이 높았다 (p＜0.001).

도하지 않을 것이다’에는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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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군별로 살펴보면 저체중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앞으로 해 볼 것이다’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

수 있었다. TV 시청시간은 1시간 정도가 34.7%, 2시

상체중군 및 과체중군에서는 과거에 시도한 학생들이

간 정도가 30.9%, 보지 않는다가 15.1%순으로 나타났

각각 40.9%, 48.4%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시도에 관한

고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터넷은 하지

경험과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95.3%가 체중조절에서

않는다에 조사 총 대상자의 38.3%가, 1시간정도에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과

36.2%, 2시간 정도에 18.1%로 응답하였다. 저체중군

체중군에서는 100%, 정상체중군 99%가 체중을 줄이

의 40.8%와 과체중군의 36.7%가 1시간 정도로 인터

는 경험이 있고, 저체중군에서도 76.1%의 높은 비율

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

로 체중을 줄이려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없었다.

21.7%만이 체중을 늘이는 경험을 해 본 것으로 나타

평소에 운동실천 여부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Table

났다. 체중을 줄이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

5와 같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54.1%가 어느 운동도

법으로 조사 대상자의 38.1%가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23.4%가 하루에 일정시간 걷

라고 응답하였고, 34.5%가 식사의 양을 조절하는 것

거나 뛴다라고 하였으며, 17.8%가 맨손체조를 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도라고 하였다. 체중군별로 살펴보면 저체중군과 정

과체중군은 운동량을 늘린다에 41.6%, 식사의 양을

상체중군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일정시

조절한다 및 저녁식사를 굶는다에 20.8%의 응답률을

간 걷거나 뛰고, 맨손체조를 하는 정도는 과체중군이

보였다. 정상체중군에서는 운동량을 늘린다 및 식사의

다른 군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

양을 조절한다에 각각 37.6%, 34.4%의 비슷한 응답률

는 없었다.

을 보였으며, 저체중군에서는 식사의 양을 조절한다에

운동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운동하지 않는다에 총대

42.9%의 응답률을 보였고, 운동량을 늘린다에 응답률

상자의 53.7%, 10분이내에 20.8%, 10~30분에 19.0%

은 38.1%였다. 체중군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가 응답하였으며 체중군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체중을 줄이려는 이유로는 체중조절 관심이유와 비
슷하였는데 날씬해지고 싶은 이유에 총대상자의 52.9%

3) 식생활 태도 점수

가 응답했고, 옷을 입어도 모양이 나지 않는 이유에 총

식생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전체

대상자의 36.1%가 응답했다. 과체중군에서 옷을 입어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은 48점 중 31.43점이었고, 체중

도 모양이 나지 않는 이유가 46.2%로 다른 군들에 비

군별에 따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유의적 차이는

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식생활에

현재 체중조절을 시도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총대상

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들의 23.9%가 폭

자의 77.8%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체중군별에

식을 꼽았고, 19.4%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등

따라서도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의적 차

을 많이 먹는 점을, 17.1%가 식품에 대한 편견과 편식

이는 없었다. 체중조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만을

을 지적하였다. 체중군별에 따라서는 저체중군은 식품

보이고 있을 뿐 실천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 대한 편견과 편식에 23.4%, 폭식에 21.9%, 가공식
품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많이 먹는 점에 17.2%의

4. 식생활 태도 및 생활 습관

응답률을 보였다. 정상체중군에서는 폭식에 24.4%, 가

1) 생활 습관

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많이 먹는 점에 19.4%,

체중군별에 따른 생활패턴을 살펴보면 Table 5와

식품에 대한 편견과 편식, 불규칙한 식사시간에 15.7%

같다. 잠자는 시간은 5~6시간이 총대상자의 75.7%로

의 응답률을 보였다. 과체중군에서는 폭식과 가공식품

가장 많았고, 7~8시간은 총대상자의 15.1%으로 나타

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많이 먹는 점에 24.1%의 응

났다.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답률을 보여, 다른 체중군에 비해 식사량을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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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tary Attitude Scores and Undesirable Eating Habits

1)

Variable

UW

Dietary attitude score
Intakes of large quantities
Skipping meals
Irregular meals
Over eat
Prejudice to foods
Unbalanced intakes of nutrients
Ready to eat foods

31.39±4.23
6 (9.4)
7 (10.9)
2 (3.1)
14 (21.9)
15 (23.4)
9 (14.1)
11 (17.2)

Total

64 (100)

1)

NW

OW

Total

31.47±4.27
27 (12.4)
11 (5.1)
34 (15.7)
53 (24.4)
34 (15.7)
16 (7.4)
42 (19.4)

31.5±3.92
5 (17.2)
0 (0)
2 (6.9)
7 (24.1)
4 (13.8)
4 (13.8)
7 (24.1)

31.43±4.23
38 (12.3)
18 (5.8)
38 (12.3)
74 (23.9)
53 (17.1)
29 (9.4)
60 (19.4)

217 (100)

29 (100)

310 (100)

Mean±SD,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로 인식하고 있었다.

답률을 나타냈으나 유의적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 점수는 총 대상자는 평균 22.93점이었고,

5. 영양지식

저체중군은 22.63점, 정상체중군 23.21점, 과체중군

각 문항에 대한 영양지식의 평가시에 정답률의 분포

24.0점으로 과체중군이 약간 높은 점수를 얻었고 저체

는 Table 7과 같다. 1일 에너지 필요량에 대한 문항에

중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서는 21.4%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우리 몸

다.

을 구성하는 영양소에 관한 문항에서는 73.3%의 가장

6. 영양소 섭취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과체중군은 저체중군에 비해
전반적인 정답률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철분에 관한

본 조사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는 Table 8

문항에서는 총대상자의 98.2%가 정답을 기록하였다.

과 같다. 에너지 섭취량 및 단백질, 철분, 비타민A, 비

두뇌에 좋은 식품에 대한 문항은 89.9%가 정답을 택

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 C는 우리나라

했고, 과체중군에서는 93.5%의 정답률을 보였다. 칼슘

영양권장량을 초과하여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

에 관한 문항에서는 총대상자의 95%가, 균형있는 식

고, 특히 나이아신은 권장량의 1.5배, 비타민C는 약

사에 관한 문항에서는 총대상자의 52.5%만이 정답을

1.5배 정도의 높은 섭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칼

택했다. 섬유소에 관한 문항은 72.6%, 비타민에 관한

슘 섭취량은 572.7 mg으로 권장량의 약 71.6%였다.

문항은 46.0%로 과체중군이 저체중군과․정상체중군

철분 섭취량은 17.9±7.0 mg으로 권장량을 초과하였

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다. 체중군별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실태는 다음과 같다.

물에 관한 문항에 대해 78.1%의 정답률을 나타냈

에너지 섭취량의 경우 저체중군은 2147.84 kcal, 정상

고,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과체중군이 다

체중군은 2145.01 kcal, 과체중군은 1969.82 kcal으로

른 군에 비해 약간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운동에 관한

과체중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적게 섭취하였다 (p＜0.05).

문항은 93.8%가 정답을 말하였으며 저체중군에서 정

단백질 섭취의 경우 정상체중군에서 81.74 g, 저체중

답률이 약간 높았다. 체중감소에 관한 생리주기 문항

군에서 77.59 g, 과체중군에서 75.52 g으로 과체중군에

에서는 87.3%가 정답을 말하였으며 체지방에 관한 문

서 다른 군에 비해 약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

항에서는 84.9%가 정답을 택했다. 이로써 조사 대상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지방, 탄수화물, 칼슘,

자들이 비슷한 영양지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철분,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

전반적으로 과체중군이 다른 군에 비해 약간 높은 정

C섭취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지방,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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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sesment of Nutritional Knowledge
Variable
1. Energy requirements of high school students
is 2000kcal.
2. Proteins and vitamins are compositional elements of human body.
3. Anemia is caused by deficient iron intakes.
4. Blue fish is good for brain developments.
5. Little fish, bone is good source for calcium.
6. A meal of Bibimbab, Kimch and milk is
more balanced diet than that of beef soup,
bob and Kimch.
7. High fiber foods is good for prevention of
obesity
8. Sun is need for synthesis of vitamin C in
human body.
9. Water is prohibited during weight regulation
because of generation of energy.
10. To be lose weight, physical activity should
be increased.
11. It is desirable to lose weight of 3kg during
one week.
12. Immediate weight reduction leads to lose
water but not body fat.
13. Regular physical activity is helpful for regulation of appetite.
14. Immediate weight reduction do not affect
menstrual cycle.
15. Aerobic exercise is efficient to lose body fat.
Nutritional knowledge score
1)

NW
53 (22.6)

OW

Total

12 (16.9)

7 (22.6)

72 (21.4)

53 (74.6)

168 (71.2)

26 (86.7)

247 (73.3)

68 (95.8)
61 (87.1)
66 (93.0)
39 (55.7)

233 (98.7)
212 (90.2)
224 (95.3)
117 (49.6)

31 (100)
29 (93.5)
30 (96.8)
21 (67.7)

332 (98.2)
302 (89.9)
320 (95.0)
177 (52.5)

53 (74.6)

164 (70.1)

27 (87.1)

244 (72.6)

36 (51.4)

99 (42.3)

19 (61.3)

154 (46.0)

55 (77.5)

180 (77.6)

25 (83.3)

260 (78.1)

68 (97.1)

231 (98.3)

28 (90.3)

327 (97.3)

58 (82.9)

189 (80.4)

23 (74.2)

270 (80.4)

46 (66.7)

173 (73.9)

21 (67.7)

240 (71.9)

69 (97.2)

219 (92.8)

29 (93.5)

317 (93.8)

63 (88.7)

206 (87.3)

26 (83.9)

295 (87.3)

58 (81.7)
22.63±3.88

202 (86.0)

26 (83.9)

286 (84.9)

23.21±3.69

24.0±2.82

22.93±3.78

UW
1)

Number (%)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은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섭취가 약간 적었으며, 칼슘

고

찰

은 저체중군이 다른 군에 비해 조금 적게 섭취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철분 섭취의 경우 저체중군에서의 섭

우리나라에서 수행됐던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에 관

취가 다른 군에 비해 적었고, 과체중군의 섭취량이 많

한 연구들은 주로 비만의 위험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A 섭취의 경우 저체중군에

왔다. 그러나 저체중을 나타내는 학생의 비율이 본 연

서 가장 낮은 섭취량을 보였고 과체중군의 섭취량이

구대상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체형에 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

한 인식에서 저체중군의 39.4%가 자신의 체형을 표준

신 섭취의 경우 과체중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조금 적

체형으로 인식하였던 결과를 주목한다면 비만과 더불

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C 섭취의 경우에

어 저체중의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저체중군에서 가장 적게 섭취하였고, 과체중군에서의

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상체중군의 54.5%가 살찐 체

섭취가 다른 군에 비해 다소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형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

타났다.

다. 과체중군만이 자신의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
8)
9)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선화 , 김성희 등 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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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nergy and Nutrients Intakes
Variables

NW

OW

Total

2145.01±504.96

1969.82±506.55*

2132.9±514.9

UW
2

Energy (km )

2147.84±545.34

1)

Protein (g)

77.59±23.05

81.74±39.10

75.52±23.07

80.2±35.0

Fat (g)

206.14±99.91

203.84±27.54

172.55±97.88

198.28±63.23

Carbohydrate (g)

374.26±94.84

373.13±85.43

347.05±90.17

366.51±91.25

Calcium (mg)

564.19±272.98

574.99±248.20

574.77±204.53

572.7±249.3

17.05±7.23

17.95±6.77

19.48±8.02

17.9±6.99

Vitamin A(μgRE)

698.80±413.14

735.57±408.26

856.95±456.53

738.9±414.54

Vitamin B1 (mg)

1.34±0.45

1.28±0.37

1.25±0.48

1.29±0.40

Iron (mg)

Vitamin B2 (mg)

1.48±0.53

1.49±0.52

1.43±0.57

1.47±0.52

Niacin (mgNE)

19.39±6.03

19.68±5.87

18.84±6.47

19.54±5.95

Vitamin C (mg)

96.43±55.35

106.31±71.04

107.65±67.45

104.36±67.67

1)

Mean ± SD
UW : Under weight group, NW : Normal weight group, OW : Over weight group
*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UW and NW (P＜ 0.05)

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형에

많은 학생들이 체중을 조절하는데 운동이 효과적이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마

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무조건 저녁을 굶거나 식사량을

른 체형에 대한 동경은 여러 가지의 섭식 장애를 유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올

학업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체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혜숙

중조절을 위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10)

등 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을 실제보다 더 무겁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식사감량으로만 체중을 줄였을

평가하고 있으며 체중감량을 위해 운동보다는 식사감

때 그에 따른 기초대사율의 저하로 인해 에너지 섭취

량을 택하는 성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중조

감량을 계속 실시해야 되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

절 관심도는 저체중군에서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높아

년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체중감량 후 다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다른 연

시 체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요요현상을 더욱 극대화

11~13)

구결과

와 같은 경향이었다. 체중조절에 관한 관심
3)

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체중조절을 시도할 때

을 가지는 시기로 류호경 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

반드시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

절에 74.2%라고 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다. 운동 종류와 운동시간을 살펴보면 맨손체조나 가

대상자가 중학시절에 관심을 보인 경우가 43.1%였으

벼운 조깅을 10분 이내 및 10~30분 정도로 하는 수준

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심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이 가장 많은데 이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걷는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중조절에 관한 영양교육

것을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너

을 실시하는 시기는 중학교 시절이 적합한 것으로 사

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운동이

료된다.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자신의 건강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

을 생각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약 8.6%로 아주 낮

식생활 태도 점수는 체중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은 비율을 차지해 외모에 대한 인식이 건강에 대한 인

없었으나, 저체중군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이었다.

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영양

서울지역의 여중생 연구에서 비만군 여학생의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점수가 정상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음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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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14).

각된다.

15)
김혜영 은 남녀대학생들의 영양 지식의 수준이 높

철분 및 기타 영양소의 섭취 수준은 각 체중군에서

을수록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이 좋게 나타나 영양에

모두 권장량을 상회하였다. 인천과 강화도 지역의 여

대한 지식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

2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칼슘, 철분, 비타민

16)

며 승정자등 은 영양지식점수와 체지방률 사이에 유

A, 비타민 B2의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

의적인 유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영양지식과

으며 특히 칼슘, 철분 등과 같이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식습관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지식이 행동으

미량 영양소들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50% 미만임을 보

17)

로 실천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 그러나 여

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국 8개

학생의 경우 지식수준이 높아져도 체형이나 식이요법

24)
도시지역의 여고생 연구 에서 초․중학교 여학생들에

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영양소 섭취에 바람

비해 여고생들의 경우 철분, 비타민 A, 칼슘섭취 부족

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의 조사

23)
이명숙 등 의 연구에서는 체중군별에 따른 비타민

대상자들이 폭식과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지

C의 섭취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과체중군이 낮게

적하였다. 영양지식점수도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는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칼슘, 철분, 비타민A, 비

없었으나, 과체중군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

타민B1, 비타민B2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것으

로 보아 체중조절을 위해 평소 건강 및 영양에 대한

로 나타나 본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가 문

관심이 높아 효과적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답식 설문지에 직접 자가기록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

동기부여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수행되었고 부산지역에 국한하여 시행된 연구이므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에 있어 각 체중군별로 유의

로 우리나라 여고생의 섭식양상과 체중조절 양상을 대

한 차이 (p＜0.05)를 보인 것은 에너지의 섭취였다. 즉

표하기에는 제한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과체중군 (1969.82 kcal)에서 정상체중군 (2145.01kcal)

결과에서 나타난 저체중아 비율의 증가 및 여자 청소

과 저체중군 (1969.82 kcal)에서보다 에너지 섭취가 유

년들의 운동부족 및 칼슘 섭취 부족의 경향은 학교 및

18)
의적으로 낮았다. 류호경 등 의 연구에서도 저체중군

지역사회에서의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

의 여학생에게서 에너지 섭취량이 낮음이 보고된 바

야 할 부분임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한 사람이 비 비만인보다 에너

가장 효과적인 영양교육접근 방법은 행동 변화를 유발

지 섭취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과체중이나 비만

시키는 것이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적극적

한 사람이 비비만인에 비해 에너지 섭취가 많지 않거

으로 참여하는 다각적인 영양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활

나 오히려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과체중 및 비만인

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들이 자신의 식품섭취량을 기록할 때 다소 낮게 기록
19)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대상자의 과체중군도

ABSTRACT

실제 섭취량보다 다소 낮게 섭취하여 이 같은 결과가
Background: In recent years, distorted body im-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칼슘의 섭취량에 있어서 각 체중군에서 모두 권장량

age of normal body weight is widespread among

의 약 70%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기의 칼슘섭취 부족

Korean young adolescent girls. Also, weight control

은 성장기 동안에 최대 골질량을 확보하지 못하며 성

practice has been increasing in prevalence and are

20)

인이 된 후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 , 고

highest in young girls.

혈압의 발생과도 관련이21) 있으므로 칼슘의 섭취를 증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가시키는 식생활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유

prevalence

급식과 같은 제도적 구축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

adolescent girls and, to compare nutrient in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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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여고생의 체중조절과 섭식양상에 관한 실태조사 －

dietary behavior, nutritional knowledge and physical

역사회영양학회지 1997;2(4):505-514.

activity with different BMI index.

3. 류호경. 청소년들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관

Methods: The subjects were 399 high school girls

한 조사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997;2(2):

in Busan. We devided the subjects into 3 groups

197-205.

according to their BMI percentiles (UW: underweight

4. 임경숙. 여자 청소년의 체중조절시도 경험에 따른

group; BMI<15th, NW: normal body weight group;

식행동 및 건강 특성 비교 연구. 대한임상건강증

15~85th BMI, OW: overweight group; BMI>85th).

진학회지 2001;1(2):215-225.

A total of 399 self-repor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5. 이인열, 이일하. 서울시내 사춘기 여학생의 비만실

attitude to weight control, attempt to weight control,

태와 식이섭취양상 및 일반환경 요인과 비만과의

life habit, nutritional knowledge and nutrient intakes.

관계. 한국영양학회지 1986;19(1):41-51.

Differences on of all above variables were assessed

6. 정영진, 한장일. 대전시내 일부 초등학교 5학년 남

by body weight groups.

학생의 비만실태 및 생활습관과 부모의 특성과의

Results: Using Korean children's BMI percentile

관련성. 한국영양학회지 2000;33(4):421-428.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and underweight in

7. 김경원, 김영아, 김정희. 여고생들의 비만도 및 비

girls was 9.1%, 20.9% respectively. 44% of the

만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대한지역사회

subject was recognized as overweight and in spite of

영양학회지 1997;2(4):496-504.

34% of UW

was recognized as normal body wei-

8. 이선화. 인문계 실업계 여고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ght. Almost girl students tend to have lower

태도와 식생활 양상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

satisfaction for their body weight. Nutritional knowl-

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7.

edge and life habit were not different among 3

9. 김성희, 김경업, 정효숙.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의

groups. Energy intake of OW were the lowest

체형 선호도 조사. 한국식품영양 과학회지 2000;

significantly among the 3 groups. Calcium intake
was 70% of RDA among all 3 groups.

29(6):1169-1176.
10. 원혜숙, 한성숙, 오세영, 김혜영, 김우경, 이현숙

Conclusions: Multidisciplinary nutrition education

등. 한국 초․중․고등학생 비만의 BMI 기준 제

program is required to improve their calcium status,

시 및 체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

physical activity, and distorted image of body
weight.

지 2000;33(3):279-288.
11. 오현주. 서울시내 남녀 중학생의 체중조절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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