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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perceived body image, intentional caloric restriction and physical manifestations

of unbalanced nutrition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BMI)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ata collection was done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consist-

ed of 34 items. Participants were 151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in Gangwon province. Fre-

quency and percentage, one-way ANOVA, and 2-test with SPSS WIN 12.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ver-weight/obesity and normal weight groups reported that they would be satisfied with a

thinner body image compared to the present image. The score for intentional caloric restri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ver-weight/obesity group than in the under-weight group. In physical manifestations of unbalanced nutrition, students

in the under-weight group frequently were pale and had dry skin, whereas the over-weight/obesity group reported fre-

quent upper respiratory symptom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 to develop

the perception of an adequate body image and to avoid inadequate caloric intake if promotion of the child’s growth and

development is to be without physical manifestations of unbalance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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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구화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불

균형적인 양과잉으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비만율은 1985

년 17.6%에서 1997년 33.8%로 두 배 가량 증가한 후(Kim,

1997) 2005년에는 21.6%로 다소 감소하 고(Sung, 2005), 반

면 양의 결핍으로 인한 저체중 아동은 개선된 식생활의 향

으로 1985년 14.2%에서 1997년 7.0%로 다소 감소하는 듯하

으나(Kim, 1997), 오히려 2005년에는 13.9%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Sung, 200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55.9-68.5%로 상당히 높은 저체중 아동의 비율을 보이기도 하

다(Hur et al., 2003; Mo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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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양상태의 양극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비만아동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저체중아동의 수적 증

가가 공존하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 이러한 아동의 양극화된 체

질량 지수 분포의 한 요인인 비만은 먹거리의 변화로 인한 과도

한 양섭취와 전자오락이나 TV 시청 등과 같은 비활동적인

실내 활동의 증가로 인한 활동량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Lee

& Oh, 1997), 반면 또 다른 요인이 되는 저체중은 매스미디어

의 급속한 발달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과체

중이나 비만을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외모적 손상이나 질병

으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인식의 직간접적인 주입이 그 요인으

로 작용하 다(Kim, 2007; Moon, 2008; Park & Oh, 2000).

이러한 양극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동의 비만과

그에 동반된 원인 및 문제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 두된 아동의 저체중 현상 연구들은 적어 이에 따

른 원인 및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상 인지와 의식적 식이제한 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의식적 식이제

한이란 상자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Kim & Kim, 1997), 여

러 연구에서 많은 수의 아동들은 자신이 과체중이라는 잘못된

신체상 인지를 하고 있어 의식적으로 식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실제로 64%의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체형에 해 만족하지 못

하고 자신의 체형을 통통한 체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

(Sung, 2005), 71.8%가 현재 체중조절을 하고 있고, 28.3%는

체중감소를 위한 절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Moon,

2008). 이때 아동들은 비만이 가져오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체

중조절을 시도하기 보다는 단지 날씬해야 한다는 갈망과 비만

에 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

러한 시도의 부분이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공급

을 고려하지 않고 절식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Kang & Lee, 2006; Kim & Kim, 2004). 그러나 잘못

된 신체상 인지로 인한 무분별한 의식적 식이제한은 인간의 발

달과정 중 성장 발육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

에게 요구되는 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생의 식습관이 형성되며 지적인 발달 및 질병에 한 면역력

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

할 수 있다(Doo & Kim, 2007; Moon, 2008; Sung, 2005;

Yon & Hyun, 2009).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불균형적인 양 상태는 다양한 질병

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과잉은 체중과다 및 비만, 소아 당뇨병과 같은 건강문제들

을 유발하여(Shin, 2005; Sung, 2005) 당뇨병, 고혈압, 심혈

관계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

여 미래 성인기 건강상태를 위협한다(Speiser et al., 2005). 또

한 의식적 식이제한으로인한 부족한 양 섭취는 피로감, 감기

증상, 수면장애 및 피부계통의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장

발육이 왕성한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인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절식 후에 짧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행동 및 섭식

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문제도 초래한다(Cho, Kim, Park,

Ryu, & Kang, 2009; Sung, 2005; Yon & Hyun, 2009).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국내연구의 부분은 비만 아동들을

상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으나, 통계적으로 비만 아동뿐 아니

라 저체중 아동의 비율도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정상체

중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자신의 신체상에 한 만족을 하지 못

해 체중감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

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본인들이 인식하는 체형에

따라 어떠한 식습관 형태를 보이고, 성장에 필요로 되는 양섭

취가 충분치 못할 경우 또는 과도한 경우 경험하게 되는 신체증

상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자들은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분포를 확인하고, 체질량 지

수에 따른 신체상 인지, 의식적 식이제한 및 양불균형 신체증

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올바른 신체상 인지 확립,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유지 증진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신체상

인지, 의식적 식이제한 및 양불균형으로 인한 신체증상 실태

를 확인함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 유

지 중요성을 보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신체상 인지를 비

교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의식적 식이제한을

비교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양불균형 신체증

상을 비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체질량 지수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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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식이제한 및 양불균형 신체증상 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 횡단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상및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강원도 내 시∙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원부

목록을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여 확보하 다. 강원도는 타도

에 비하여 거주지역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시∙군 간 초

등학교의 수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얻기 위해 30개 초등학교 이상인 시와 18개

초등학교 이상인 군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각 1개씩 초등학교를

무작위 선정하 다. 연구 상은 선정된 초등학교의 학교장 권

유에 의해 5∙6학년으로 제한되었으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5-40명으로 학년당 1개 학급씩 4개 학급으로 편의 추출하

다. 총 4개 학급을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체질량 지

수 그룹 즉, 저체중군, 정상 체중군, 과체중/비만군 3그룹 간 변

수들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으므로 Cohen (1988)이

제시한공식에근거하여유의수준을.05, 효과크기를중간정도

인 0.25, 검정력을 0.70으로 하여 그룹당 필요한 표본 수가 42

명으로 총 126명이 필요로 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 과정은

선정된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장의

협조를 구하 으며, 연구의 목적, 설문조사시행과 설문조사 후

양에 한 시청각 교육이 20분간 시행됨을 알리고 아동의 참

여 동의여부를 체크하는 공문을 학생과 부모에게 발송하여 담

임선생님께 제출하는 서면동의를 구하 다. 설문지는 연구조

사원 각 1인을 학급별로 배치하여 배포한 후 학생들이게 설문

조사의목적과작성방법을설명한후약30분가량의시간이지

난 후 제출하도록하 으며, 최종 151명이 분석 상이 되었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과 체질량 지수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체중(kg) 및 신장(cm)으로

상자가 직접 기입하 고, 체중 및 신장은 최근 학생건강검사에

서 측정된 값을 적도록 하 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체 계측 항목인 체중과 신장의 측정값을 근거로 체중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계산값을 이용하 다. 체질량

분류 기준은 1998년 한 소아과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소아 및

청소년신체발육치에의한체질량지수를판정기준으로백분위

수를 구하여 각 체중군에 따라 저체중군(under-weight ≤15th

percentile), 정상체중군(normal weight 15.1-85th percen-

tile), 과체중군(over-weight 85.1-95th percentile), 비만군

(obesity ≥95.1th percentile)으로 분류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체중군과 비만군을 합하여 총 3그룹으로 분류하 다.

신체상 인지

신체상 인지는 Ryu (1997)가 제시한 시각적 체형도(Figure

1)를 이용하여 현재체형 값에서 이상체형 값을 뺀 것을 의미한

다. 본 도구는 여성의 체형을 나타낸 그림으로 남학생에게 설문

전에 각 체형에 한 의미를 설명하 다. 현재체형은 상자가

현재 스스로 자신의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체형으로 Figure 1

을 보고 선택한 값을 의미하며, 이상체형은 자신이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여 희망하는 체형으로 Figure 1을 보고 선택한 값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각적 체형도의 측정은 가장 마른체

형인 A를 1점으로 주고 가장 뚱뚱한 체형인 I를 9점을 주어 점

수가 높을수록뚱뚱한 체형임을 의미한다.

의식적 식이제한

의식적 식이제한이란 의식적으로 식이를 제한하려는 행동으

로서 상자의 의식적 식이제한을 측정하기 위해서 Stunkard

와 Messick (1985)이 개발하여 Kim과 Kim (1997)이 번역한

섭식행동 도구의 3가지 세부 항목 중‘의식적 식이제한’도구

를 선택하 다.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합이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을 조

절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식이를 조절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도구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검증된 연구도구로서

본 연구 상자인 초등학생을 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내용

타당도 검증이 필요로 된다고 사료되어 5∙6학년 학생 각각 10

명씩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문장의 내용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신뢰도

는 Kim과 Kim (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 으

며,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α=.81이었다.

양불균형 신체적 증상

양불균형 신체적 증상 측정도구는 의학전문가에 의해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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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drawings for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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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2008) Web site에서Eating disorders 증상과He-

althline Networks (2008) Web site에서 Malnutrition 증상

에서 제시한 목록을 참고하여 16가지 증상으로 구성하 다. 즉,

어지러움, 피로, 변비, 식욕저하,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피부

창백함, 피부 건조함, 머리카락 손상, 잘 부서지는 손톱, 잇몸출

혈, 가슴이 두근거림(심계항진), 걸을 때 숨이 참(호흡곤란), 감

기증상, 상처가 잘 낫지 않음(상처치유 지연), 시력저하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상이 3개월 이내에“있다, 없다”로 체크하

게 되어 있다. 각 증상항목의 타당도는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 1

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아동 전문간호사 1인에게 검증을

받았으며, 증상에 한 내용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

학교 5∙6학년 각각 10명씩에게 질문한 결과 심계항진을‘가슴

이 두근거림’, 호흡곤란을‘걸을 때 숨이 참’, 상처치유 지연을

‘상처가 잘 낫지 않음’의 쉬운 단어로 바꾸어 질문지를 구성하

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 다. 조사된 자료의 코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계측치 및 체질량지수 분포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으며, 체질량 지수로 분류 기준에 따른 집

단 간 신체상 인지와 의식적 식이제한의 차이검정은 One-way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사용하

다. 체질량 지수 분류군별 양불균형 신체적 증상은 2 검

정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학령기아동의일반적특성과체질량지수에따른분류

조사 상 남∙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46.4%, 여학생이

53.6%로 여학생의 참여가 많았다. 상군의 신체계측 결과에

서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48.5 cm, 42.57 kg이었으며, 체

중과 신장의 측정값을 근거로 체질량지수를 산정하여 분류함

에 따라 저체중군 21.2%, 정상체중군 62.9%, 과체중군/비만군

15.9%이었다(Table 1).

체질량지수에따른신체상인지차이

Table 2에서 체질량 지수에 따른 군별 현재체형과 이상체형

을 비교한 결과 현재체형(F=37.74, p<.001)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신체상 인지 점수가 높아 자

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상체형은 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체질량 지수

와 무관하게 모든 군에서 2.61, 2.56, 그리고 2.96으로 마른 체

형을 이상체형으로 원하고 있었다. 또한 체질량 지수에 따른 신

체상인지(현재-이상체형차이값)는저체중군과정상체중군및

과체중/비만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6.63, p<.001).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체중/비만군과 정상체중군 모두에서 자

신의 현재 체형보다 약 2단계 아래의 마른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원하고있었으며, 저체중군에서는차이값이-0.44로나타나현

재체형보다는약간의체중이증가된체형을희망하는것으로나

타났다.

체질량지수에따른의식적식이제한의차이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의식적 식이제한 총 점수는 과체중군/비

만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05,

p=.019).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다이어트

중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한동안

덜 먹는다’는 항목에서는 과체중/비만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F=8.39, p<.001), ‘체중을 조

절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식사를 제한한다’(F=5.19, p=.00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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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body mass index.

Characteristics n (%) Mean±SD (Range)

Gender Male 70 (46.4)
Female 81 (53.6)

Weight (kg) 42.6±9.8 (21.0-73.0)
Height (cm) 148.5±8.0 (128.0-168.0)

BMI Under-weight 32 (21.2)
Normal weight 95 (62.9)
Over-weight/obesity 24 (1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1)

*Perceived body image=Differences between present image & ideal
image; �Post hoc=Scheffe.
BMI=body mass index.

Character-
istics

F p

Under- Normal Over-weight
weight weight /obesity

Mean±SD

Present 2.26±1.43a,b 3.40±1.34a,c 5.42±1.01b,c 37.74 <.001
image�

Ideal image 2.61±0.95 2.56±1.15 2.96±1.30 1.14 .322

Perceived -0.44±1.38a,b 0.82±1.46a,c 2.45±1.10b,c 26.63 <.001
body
image*,�

Table 2. Comparison of Present Image, Ideal Image and Per-
ceived Body Image among BMI Groups (N=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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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을조절하기위해자주다이어트를한다’(F=9.30, p<.001)

는 항목에서는 과체중/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

해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체질량지수에따른 양불균형신체증상차이

체질량 지수에 따른 양불균형 신체증상을 분석한 결과 과

체중/비만군에서‘감기증상’( 2=7.80, p=.020)의 항목에서 각

각 62.5%로 다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반해‘피부가창백하다’( 2=13.47, p=.001)와‘피부가건조하다’

( 2=10.69, p=.005)는 항목에서는 저체중군에서 각각 40.6%,

6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상으로 체질량 지수

에 따른 신체상 인지, 의식적 식이제한, 양불균형 신체증상

실태와의 관계를 확인하 다. 일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된 연구

이지만 체질량 지수에 따른 양불균형 신체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것은 성장 발달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건강관리에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하겠다.

본 연구 상자들의 체질량 지수 분포를 살펴보면 저체중군

이 21.2%, 과체중군/비만군이 15.9%로 Sung (2005)이 부산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제시한 저체중

군 13.9%와 비만군은 21.6%와 비교할 때 본 연구 상자 집단

에서는 저체중군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부분이 비만아동을 상으로 편중되어 조사연구나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

라 아동의 양상태의 양극화 즉, 비만아동의 수적 증가와 더불

어저체중아동의수적증가가공존하고있는실태(Moon, 2008)

가확인되었을뿐아니라이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의

근거가 확보되었다고하겠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신체상 인지 비교에서는 정상체중군에서

현재체형과 이상체형 간의 차이 없이 마른체형을 선택하여 정

상의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른체형을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체중군/비만군은 스스로를 약간 살찐 체형

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체형은 정상체

중군과 마찬가지로 마른체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0 학생

의 현재체중과 희망체중과의 차이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에

서 체질량의 차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른체형을 선호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Doo & Kim, 2007; Kim, 2007;

Park & Ryu, 2001). 결과적으로 체질량 지수와 상관없이 아동

들은 마른체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선호도는 무리한 체중감량을 시도하거나 또는 체중감량 실패

경험으로 인하여 폭식을 하게 되는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eyer와 Gast (2008)의

연구에서처럼 왜곡된 신체상 인지가 성장기 아동들의 부적절

한 식습관과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아동이 왜곡되게

신체상 인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로 인한 과도한 식이조절이

나 절식 등의 잘못된 섭식행동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질량 지수에 따른 의식적 식이제한 정도 비교에서는

*Post hoc=Scheffe.
BMI=body mass index.

Items F p

Under- Normal Over-weight
weight weight /obesity

Mean±SD

Total score* 19.59±4.81a 21.23±5.86 23.83±4.99a 4.05 .019
1. I usually finish eating early at social occasions, like family gatherings 2.03±0.78 2.35±0.95 2.37±0.87 1.66 .193
2. I deliberately take small amounts of food as a means of controlling my weight* 1.96±0.78a,b 2.21±0.89a 2.70±0.80b 5.19 .007
3. I am often dieting in a conscious effort to control my weight* 1.34±0.48a,b 1.93±0.92a 2.25±0.79b 9.30 <.001
4. I do not eat some foods because they make me fat 2.28±0.99 2.34±0.93 2.75±0.79 2.13 .122
5. I count calories as a conscious means of controlling my weight 2.21±1.03 2.22±0.99 2.20±0.88 0.02 .998

6. While on a diet, if I eat food that is not allowed, I consciously eat less 1.62±0.79a 1.91±0.83 2.54±0.93a 8.39 <.001
for the period of time to make up for it*

7. I often stop eating when I am not really full as a conscious means of limiting 1.90±0.89 1.86±0.83 2.25±0.73 2.09 .127
the amount that I eat

8. I consciously hold back at meals in oder not to gain weight 2.28±1.05 2.14±0.81 2.37±0.71 0.81 .445
9. I avoid stocking up on tempting foods 1.71±0.63 1.89±0.98 2.12±1.03 1.30 .273

10. I put up without eating, even when I feel a bit empty 2.09±0.85 2.33±0.91 2.54±0.97 1.69 .187

Table 3. Comparison of Each Item for Intentional Caloric Restriction among BMI Groups (N=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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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과체중/비만군이 저체중군에 비해서 의식적으로 식

이를 더 많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Kim과 Kim (1997)의 연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만할수록 의식적으로 식이제한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

면 과체중/비만군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만회하

기 위해 의식적으로 절식하 고, 정상체중군에서도 과체중/비

만군처럼 체중 조절을 위해 의식적으로 식사를 제한하 다. 그

러므로 성장기에 있는 학령기 비만아동의 양관리는 무조건

적 식이제한보다는 양일지 분석에 따른 양소 섭취의 타당

성 및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함께 칼로리 섭취 제

한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는 맞춤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연구결과라하겠다.

상자의 양불균형 신체증상 비교에서는 총 16개의 양불

균형 신체증상 항목 중 과체중/비만군에서‘감기증상’이 두드

러졌고, 이에 반해 저체중군에서는‘창백한 피부’와‘건조한 피

부’의 증상이 두드러져 체질량 지수에 따라 양불균형 신체증

상의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비만한초등학교여

학생을 상으로 신체증상을 조사한 Sung (2005)의 연구에서

‘피로감’과‘감기증상’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

며, 국외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비만아동의 천식질환과 수

면호흡장애증상(Lang, Feng, & Lima, 2009; NG et al., 2006)

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학령기 비만 아동에

한 심혈관질환이나 사증후군 위험인자 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았으나(Kim et al., 2007; Kwon & Hwang, 2007;

Items 2 p

Under- Normal Over-weight/
weight weight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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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zziness Yes 10 (31.2) 32 (33.7) 9 (37.5) 0.24 .887
No 22 (68.8) 63 (66.3) 15 (62.5)

Fatigue Yes 9 (28.1) 34 (35.8) 10 (41.7) 1.16 .561
No 23 (71.9) 61 (64.2) 14 (58.3)

Constipation Yes 6 (18.8) 13 (13.7) 4 (16.7) 0.52 .771
No 26 (81.2) 82 (86.3) 20 (83.3)

Loss appetite Yes 11 (34.4) 20 (21.1) 9 (37.5) 3.96 .138
No 21 (65.6) 75 (78.9) 15 (62.5)

Indigestion Yes 6 (18.8) 15 (15.8) 7 (29.2) 2.27 .321
No 26 (81.2) 80 (84.2) 17 (70.8)

Less concentration Yes 10 (31.3) 38 (40.0) 8 (33.3) 0.96 .619
No 22 (68.7) 57 (60.0) 16 (66.7)

Pale in color Yes 13 (40.6) 13 (13.7) 2 (8.3) 13.47 .001
No 19 (59.4) 82 (86.3) 22 (91.7)

Skin dryness Yes 22 (68.8) 38 (40.0) 7 (29.2) 10.69 .005
No 10 (31.2) 57 (60.0) 17 (70.8)

Hair loss Yes 8 (25.0) 21 (22.1) 3 (12.5) 1.41 .494
No 24 (75.0) 74 (77.9) 21 (87.5)

Brittle nails Yes 5 (15.6) 9 (9.5) 3 (12.5) 0.95 .622
No 27 (84.4) 86 (90.5) 21 (87.5)

Gum bleeding Yes 5 (15.6) 20 (21.1) 3 (12.5) 1.16 .561
No 27 (84.4) 75 (78.9) 21 (87.5)

Palpitation Yes 3 (9.4) 8 (8.4) 3 (12.5) 0.38 .827
No 29 (90.6) 87 (91.6) 21 (87.5)

Breathing difficulty with walking Yes 2 (6.3) 6 (6.3) 5 (20.8) 5.42 .067
No 30 (93.7) 89 (93.7) 19 (79.2)

URI symptoms Yes 12 (37.5) 30 (31.6) 15 (62.5) 7.80 .020
No 20 (62.5) 65 (68.4) 9 (37.5)

Slow wound healing Yes 6 (18.8) 15 (15.8) 5 (20.8) 0.41 .815
No 26 (81.2) 80 (84.2) 19 (79.2)

Visual disturbance Yes 10 (31.2) 16 (16.8) 6 (25.0) 3.22 .200
No 22 (68.8) 79 (83.2) 18 (75.0)

BMI=body mass index; URI=upper respiratory infection.

Table 4. Physical Manifestations of Unbalanced Nutrition among BMI Groups (N=151)



Tak, An, Kim, & Woo, 2007), 과도한 식이제한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저체중과 관련된 성장발육 지연, 월경장애, 빈혈, 면역

력 저하 등과 같은 양불균형 신체증상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양불균형 신체증상 체크리스트로 경

험여부 조사를 시도했으나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여

체질량 지수의 정도와 의식적 식이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

의 중증정도의 차이까지 파악하지는 못하 다. 그리고 왜곡된

신체상 인지가 섭식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신체상 인지를 측정할

때 여학생의 도식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제한점

이 있었다. 또한 신체계측에서 직접측정이 아닌 자가기입으로

발생하는 상자의 체중과 신장의 차이에 한 제한점이 있으

며, 일 지역의 5∙6 학년 학생으로 편의 추출되어 시행된 연구

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높은 비율의 학령기 아동이 저체중

의 양상을 보 고 체질량 지수와 상관없이 부분의 아동이 마

른체형을 선호하는 왜곡된 신체상 인지를 보 다. 저체중군에

비해 과체중/비만군에서 의식적으로 식이제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상체중군 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적 식이

제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 다. 또한 양과잉과 양결핍으

로 인해‘감기증상’, ‘피부창백’및‘피부건조’등의 신체증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신체상 인지 확립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적절

한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양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증상을 미리 예견

하고 조기에 원인 및 증상을 조절하므로서, 학령기의 아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인기에까지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W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의 5∙6학년 151명을

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 인지, 의식적 식이제한 및 양불

균형신체증상에 하여조사하고체질량지수와의관계를비교

한 연구로 학령기 아동의 양∙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신체상 인지로 인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기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기술통계, One-way

ANOVA 및 사후검정 Scheffe test, 2 검정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 인지는 과체중/비만

군과 정상체중군 모두에서 자신의 현재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

고 마른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원하고 있었으며, 저체중군에서

는 다소 체중의 증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6.63, p<

.001). 의식적식이제한은저체중군에비해과체중/비만군에서점

수의 합이 높았고(F=4.05, p=.019), 양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증상은 저체중군에서 창백한 피부( 2=13.47, p=.001)와 건조한

피부( 2=10.69, p=.005) 증상, 과체중/비만군에서는 잦은 감기

증상( 2=7.80, p=.020)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체질량 지수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신체상

인지, 의식적 식이제한 및 양불균형 신체증상 정도를 파악하

여, 아동의 왜곡된 신체상 인지와 체중 감소를 위한 의식적 식

이제한이 체질량 지수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양불균형 신체증상이 나타나 학령기 아

동의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향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신체

상 인지 확립을 통해 미래의 성인기에까지 건강한 삶을 위할

수 있는 건강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평생의 식습관이 고착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올바

른 신체상 인지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과도하게 마른체

형을 선호하는 미디어와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문제로 인식하

도록 학교 보건교사 및 건강관련 전문분야 전문가를 상으로

아동 비만의 관리 중요성뿐만 아니라 저체중 실태에 해 홍보

하고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표준화된 체질량 지수 분류기

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표준화된 학령기 아동의 체질량 지수 분류체계에 따른

의식적 식이제한과 양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분석하는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저체중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하여 학교보건교육에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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