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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control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juvenile

delinquents. The average heights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72.20 cm (male) and 160.89 cm (female), and the

average weights were 66.73 kg (male) and 58.42 kg (female), and the BMIs (Body Mass Index; kg/m2) were 22.46 (male)

and 22.54 (fem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41.4% of the subjects were over weight or obese.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MI,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and perception of body image observed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Furthermore, female subjects were more experienced at weight control than male students (p<0.001).

Additionally, overweight and obese individuals had more experience with weight control than subjects that were not

overweight.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son that subjects took weight control measured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Specifically, female subjects practiced weight control due to their appearance (p<0.001). The

order of methods by which male subjects attempted to control their weight was exercise>diet control>starvation and for girl

student were diet control>starvation>excercise. The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were higher for female subjects than for

mele subjects. In addition, the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increased as the BMI value increased and the father°Øs

educational level increased. Thes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data to plan and develop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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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 비행이란 법률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관습

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청소년의 행위를 의미하고, 비행청

소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손상을 입혀 사회적 통념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

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Lee 2007). 최근 급변하

는 사회변화와 함께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

이며 비행과 범죄는 식생활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 비행과 범죄와 관련된 식이 증상으로는 저혈

당증(Ferguson 등 1988; Gans 등 1990), 식품 알레르기

(Rapoport 1986), 과잉행동증(Atkins 1988) 등이 있다. 청

소년 범죄자들의 식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잉행동증

이 일종의 식품에 대한 과민반응 증상으로서 정제당류 및 탄

산음료, 즉석간이 식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충동적이고 공격

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연식품을 많이 사용한 식사를 제공함

으로써 충동성과 공격성이 교정되었다(Gray 1987). 이와 같

이 비행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행청

소년의 식생활에 관한 이해와 조사가 필요 할 것이며 그 결

과에 따른 영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양지식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지식이다(Seo 등

1994).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식사계획과 관리

를 할 수 있어야(Kang 등 2001)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영양에 관한 지식은 스스로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결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Hyun

1992). 영양지식이 많을수록 영양에 대한 태도가 우수하며,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

양지식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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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

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 또는 사무직인 경우에 초등

학생의 영양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지식이 높

은 학생일수록 식사의 실태가 우수하고 식사의 질이 양호하

며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2).

청소년기의 심리 발달과정에서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문

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변화 중의 하나는 자신의 외모에 대

한 관심의 증가이다. 즉, 청소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

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남의 눈에 비춰지는 자

신의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된다(Kim 2002). 최근 날씬한 것

이 미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청소년기에

서는 자신의 체형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 및 체중조절 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체중조절은 자

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마른 체형을 원할수

록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이 시도하는 체중조

절 방법이 정확한 영양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잡

지나 TV 등 대중매체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식품이나 식

사법에 대한 잘못된 과신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Kim

1987; Kim 등 1993; Kim 등 1995; Song 1998).

청소년을 위한 영양교육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바르게 인

식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올바른 영

양지식을 제공하고 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

획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체중조절에 관련된 일

반사항과 체형만족도, 체형인식도, 체중조절이유, 체중조절

경험, 체중조절 방법 및 영양지식과 영양지식 습득 경로를

조사하고 영양지식과 체중조절 관계를 분석하여 비행청소년

을 위한 영양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대구시 소재의 소년원 남자원생 110명과 안양시 소재의

소년원 여자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

문조사는 2008년 3월에 대상 소년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

사 내용과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260부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

한 자료 50부를 제외하고 210부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대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신장,

체중,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결합 상태, 가

족의 월 평균 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평가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의 교육 내용과 선행연구(Yoon 2002; Bae 2007; Hwang

2007)에서 사용한 내용을 이용하여 총 20문항을 개발하였

다. 영양지식의 문항은 비타민, 식품위생, 열량, 영양의 균

형, 청소년기의 영양, 영양소의 기능과 급원식품 등을 포함

하였다. 각 항목은 ‘맞다’, ‘모르겠다’, ‘틀리다’ 중 한 가지

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에 답한 것은 그들이 특정 질문에 대하여 자기

다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모르겠다’

에 답한 것은 아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

지된 지식(perceived knowledge)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

리고 인지된 지식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는 정답의

비율을 정확도(accuracy)로 나타내었다. 평가는 ‘맞다’라고

답한 문항 당 1점씩 배점하여 2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부정적 항목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영양지식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합계 점수는

매우 좋음군(총점17), 좋음군(13총점<17), 보통군(9총점

<13), 나쁨군(총점<9)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영양지식의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785이었다. 

인지된 지식(%)=
 ‘맞다’ 또는 ‘틀리다’에 답한 수 

×100
                       전체 문항 수

                       정답 수
정확도(%)=

 ‘맞다’ 또는 ‘틀리다’에 답한 수 
×100

한편, 조사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체질량지수 결과에 따라 저체중(BMI<

18.5), 정상 체중(18.5BMI<23.0), 과체중(23.0BMI<25.0),

비만(BMI>25.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체중조절

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중조절의 경험과 체중조절

이유, 체중조절의 방법, 체형 만족도, 체형 인식도에 대해

조사 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

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과 상관성은 t-test,

-test, 상관관계 분석(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소년원 원

생의 연령은 13∼21세로 연령의 폭이 넓었으며, 17세가 64

명으로 30%를 차지하였다. 남자는 89명으로 42.4%, 여자

는 121명으로 57.6%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41∼50

세가 아버지 71.9%, 어머니 72.3%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모두 대부분 중학교 졸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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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이상인 학력을 가졌다(Kim 2007, Son

2007). 또한, Park 등(2003)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 부모의

학력이 일반청소년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부모의 결합관

계에서는 초혼, 재혼을 포함한 41.9%만이 결혼 관계에 있

었으며, 이혼이 39.5%로 전체 비행청소년 부모의 결합관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호관찰소의 비행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님과 함

께 살고 있는 비율이 일반청소년은 92%, 비행청소년은 67%

로 조사되었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8)의 연구

에서 가족의 유형이 전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가족에 대해서 국

가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적 편견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3.8%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Ha(2002)의 연구

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41.9%와 Hwang(2007)의 연구에

서는 200만원 미만이 16.8%보다 그 비율이 높아 비행청소

년 가정의 평균소득 수준이 일반청소년 가정의 평균 소득수

준보다 낮았다.

2. 남녀별 영양지식 점수

영양지식 각 문항 점수의 남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남녀 평균의 동일성을 비교해 본 결과가 <Table 2>와 같다.

영양지식 문항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이다’의 문항 점수는 남자가 0.78±0.42점, 여자가

0.63±0.49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여

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에너지 급원 식품에 대한 지식이

낮았다. 또한, ‘비슷한 크기의 햄은 오이보다 열량이 높다.’

의 문항 점수는 남자가 0.45±0.50점, 여자가 0.64±0.48

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열량에 관한 문

항에서 여자가 평균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체중조절

에 관심이 많은 여자가 남자보다 각 식품별 열량에 관한 정

보를 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지식 전체 문항의 평균 점

수는 남자가 0.51±0.47점, 여자가 0.53±0.47점으로 나타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Yeum

등(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 남녀 학생간의 영양지식 점

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약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Ha(2003)의 연구에서도 영양지식 점수가 남자에 비해 여

학생에 있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관련 요인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

영양지식 관련 요인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는 <Table 3>

과 같다.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영양지식 ‘나쁨’ 점수가 남자는 36.0%, 여자는

28.9%로 나타나 남자가 ‘나쁨’ 점수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영양지식 ‘보통’ 점수가 남자는 32.6%, 여자는 41.3%로 여

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1997)의 연구와 Ha(2003)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이 높은

점수군의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체질량

지수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점

수가 ‘좋음’과 ‘매우 좋음’의 비율이 각각 저체중의 22.2,

0%, 정상의 23.7, 3.5%, 과체중의 27.5, 3.9%, 비만의

33.3, 8.3%로 나타나 체중이 증가할수록 좋음과 ‘매우 좋

음’의 점수 비율은 증가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체질량지수

가 높을수록 영양지식 점수가 낮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Kang & Jung 1992; Kim & Kim 1997; Ha 2003). 아

버지의 학력에 따른 영양지식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Variables Total (n=210)

Age

13 3 (1.4)
14 14 (6.7)
15 30 (14.3)
16 51 (24.3)
17 64 (30.5)
18 28 (13.3)
19 14 (6.7)
20 5 (2.4)
21 1 (0.5)

Gender Male 89 (42.4)
Female 121 (57.6)

Father’s age (yrs)

≤40 21 (10.0)
41~50 151 (71.9)
51~60 30 (14.3)
≥61 - (-)

Mother’s age (yrs)

≤40 47 (22.4)
41~50 152 (72.3)
51~60 3 (1.4)
≥61 - (-)

Fa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22 (10.5)
Middle school 39 (18.6)
High school 124 (59.1)
≥University 25 (11.9)

Mo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18 (8.6)
Middle school 55 (26.2)
High school 123 (58.6)
≥University 14 (6.7)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58 (27.6)
Remarriage 30 (14.3)
Divorce 83 (39.5)
Separation 21 (10.0)
Cohabitation 9 (4.3)
Bereavement 9 (4.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32 (15.2)
101~200 81 (38.6)
200~300 62 (29.5)
300~400 17 (8.1)
≥401 1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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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

Han(199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영양

지식 점수 수준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학력

이 높을수록 영양지식의 ‘매우 좋음’ 점수의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결합상태도 영양지식 점수 수준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결혼 상태에서 영양지식 ‘나쁨’ 점수의 비율이 가

장 낮아 영양지식의 ‘보통’이상 점수 비율이 부모의 다른 결

합상태보다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평균소

득은 영양지식 점수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소득이 높

을수록 영양지식 점수가 ‘좋음’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영양지식 수준 자기평가

성별과 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영양지식 수준 자기평가는

<Table 4>와 같다. 영양지식에 대한 자기평가는 ‘거의 모른

다’가 16.7%, ‘약간 알고 있다’가 46.7%, ‘대체로 알고 있

다’가 31.4%, ‘많이 알고 있다’가 5.2%로 조사 대상자의

36.6%가 영양지식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양지식 자

기평가는 성별과 영양지식 점수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영양지식 점수 수준에 따른 자기평가를 살펴보

면, 영양지식 ‘나쁨’ 점수의 4.3%만이 ‘거의 모른다’, 영양

지식 ‘보통’ 점수의 40.8%가 ‘약간 알고 있다’, 영양지식

‘좋음’점수의 33.1%가 ‘대체로 알고 있다’, 영양지식 ‘매우

좋음’ 점수의 18.2%만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영

양지식의 자기평가 결과는 실제 영양지식 수준과 차이가 있

었다.

5. 영양지식 정보원

성별에 따른 영양지식 정보원은 <Table 5>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영양 정보를 얻는 정보원으로는 부모님이

2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PC통신이 22.9%,

매스컴(TV, 라디오, 신문)이 20.0%, 의사/간호사/영양사가

10.5%, 친구가 7.6%로 나타났다. 남자는 영양 정보를 얻는

정보원으로 부모님이 31.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인터넷/PC통신이 28.1%, 매스컴(TV, 라디오, 신문)이

21.3%, 의사/간호사/영양사가 5.6%, 친구가 3.4%, 학교수

업이 7.9%, 기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도 영양 정

보를 얻는 정보원으로 부모님이 22.3%로 비율이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인터넷/PC통신이 19.0%, 매스컴(TV, 라디오,

신문)이 19.0%, 친구가 10.7%, 학교수업이 9.9%, 기타

5.0%로 나타났다. 영양에 대한 정보원이 성별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님과 인터넷/PC통

신인 경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 비율이 높았고 영양에

대한 정보원이 의사/간호사/영양사와 친구인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체질량지수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Table 6>과 같다. 평균 신장은 남녀 각각 172.20,

160.89 cm였고 평균 체중은 남녀 각각 66.73, 58.42 kg

이었으며, 체질량 지수는 남녀 각각 22.46, 22.54였다. 한

국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대한소아과학회 2007)에

<Table 2>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sex 

Sex
Total t-test (p-value)

Male Female
 1. Meats, fishes, egges and beans supply for fats. 0.21±0.41 0.29±0.46 0.26±0.44 2.298 (.216)
 2. Carbohydrates, proteins and fat make energy. 0.78±0.42 0.63±0.49 0.69±0.46 1.377 (.023)*
 3. To drink water much may make you gain weight. 0.45±0.50 0.36±0.48 0.40±0.49 1.522 (.170)
 4. It is easy to have a anemia for deficiency of iron. 0.67±0.47 0.77±0.42 0.73±0.44 1.921 (.130)
 5. It is very important to take protein and calcium in youth. 0.90±0.30 0.80±0.40 0.84±0.36 1.067 (.056)
 6. It is easy to get hypertension, diabetes and heart disease for obesity. 0.72±0.45 0.78±0.41 0.76±0.43 0.388 (.287)
 7. It is good to eat meat for constipation. 0.41±0.49 0.38±0.49 0.39±0.49 1.775 (.699)
 8. Potato has better being boil than fry for obesity. 0.47±0.50 0.60±0.49 0.54±0.50 0.235 (.077)
 9. It is necessary to maintain health for cholesterol. 0.25±0.44 0.26±0.44 0.26±0.44 1.135 (.815)
 10. Brown rice which have various nutrients is better than white rice. 0.71±0.46 0.78±0.42 0.75±0.43 0.062 (.257)
 11. It is good to eat much vitamin. 0.36±0.48 0.36±0.48 0.36±0.48 2.858 (.951)
 12. Sausage has higher calorie than cucumber. 0.45±0.50 0.64±0.48 0.56±0.50 0.477 (.005)**
 13. All nutrient is important for health. 0.37±0.49 0.34±0.48 0.35±0.48 1.532 (.634)
 14. It is good one-food diet. 0.51±0.50 0.61±0.49 0.57±0.50 0.191 (.127)
 15. It is caused to be weak lip for deficiency of vitamin. 0.55±0.50 0.54±0.50 0.54±0.50 1.450 (.848)
 16. All the people needs same kind of nutrients. 0.51±0.50 0.41±0.49 0.45±0.50 0.309 (.149)
 17. It is good to keep foods in refrigerator. 0.45±0.50 0.47±0.50 0.46±0.50 0.529 (.757)
 18. Youth need snack to fill nutrition up for their growth. 0.36±0.55 0.32±0.47 0.34±0.50 0.351 (.598)
 19. Hamburger, pizza and noddle are junk food, high-calorie and low-nutrition. 0.66±0.48 0.69±0.47 0.68±0.47 0.021 (.726)
 20. It has no problem to lack of nutrition for youth, if they were supply nutrition for later. 0.51±0.50 0.50±0.50 0.50±0.50 0.970 (.983)

total 10.25±3.76 10.53±3.69 10.41±3.71 0.841 (.631)
1)M±SD, 2)**: p<0.01, *: p<0.05



10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4, No. 1 (2009)

서 연구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는 15∼19세의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의 평균값은 신장이 남녀 각각 171.91, 160.14

cm, 체중이 남녀 각각 63.00, 53.61 kg, 체질량 지수가 남

녀 각각 21.38, 20.83였다. 본 연구 대상자와 한국 소아 청

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비교해 볼 때, 신장은 비슷하였지

만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남녀 모두 표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체질량지수는 정상범위(18.5≤BMI<23) 안에 있

었다. Lee 등(2005)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체질량지수가

20.6였고, Seung 등(2000)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가 21.5, 여자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가 21.8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

상인 비행청소년은 대상으로 한 Park(2000)의 연구와 Park

등(2003)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체중,

신장,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과 다른 결

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보호관찰 대상인 비행청소년보다 소

년원에서 보호받는 비행청소년이 규칙적인 식생활, 운동으

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비슷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중과 신장을 실측하

<Table 3>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several factors

bad normal good very good χ
2

(p-value)

sex male 32 (36.0) 29( 32.6) 25 (28.1) 3 (3.4) 2.350
female 35 (28.9) 50( 41.3) 30 (24.8) 6 (5.0) (.503)

obesity

less 4 (44.4) 3 (33.3) 2 (22.2) - -
normal 42 (36.8) 41 (36.0) 27 (23.7) 4 (3.5) 14.295
over 8 (15.7) 27 (52.9) 14 (27.5) 2 (3.9) (.112)
obesity 13 (36.1) 8 (22.2) 12 (33.3) 3 (8.3)

Fa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8 (36.4) 10 (45.5) 3 (13.6) 1 （4.5)
Middle school 14 (35.9) 19 (48.7) 5 (12.8) 1 （2.6) 33.706*

High school 38 (30.9) 44 (35.8) 37 (30.1) 4 （3.3) (.001)
≥University 7 (28.0) 6 (24.0) 10 (40.0) 2 (8.0)

Mo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6 (33.3) 8 (44.4) 4 (22.2) - -
Middle school 17 (30.9) 28 (50.9) 8 (14.5) 2 (3.6) 10.397
High school 39 (31.7) 40 (32.5) 38 (30.9) 6 (4.9) (.319)
≥University 5 (35.7) 3 (21.4) 5 (35.7) 1 (7.1)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15 (25.9) 26 (44.8) 16 (27.6) 1 (1.7)
Remarriage 11 (36.7) 10 (33.3) 7 (23.3) 2 (6.7)
Divorce 25 (30.1) 35 (42.2) 20 (24.1) 3 (3.6) 11.334
Separation 8 (38.1) 6 (28.6) 6 (28.6) 1 (4.8) (.729)
Cohabitation 4 (44.4) 1 (11.1) 3 (33.3) 1 (11.1)
Bereavement 4 (44.4) 1 (11.1) 3 (33.3) 1 (11.1)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9 (28.1) 18 (56.3) 4 (12.5) 1 (3.1)
101~200 32 (40.0) 25 (31.3) 20 (25.0) 3 (3.8)
201~300 19 (30.6) 24 (38.7) 15 (24.2) 4 (6.5) 19.866
301~400 2 (11.8) 6 (35.3) 9 (５2.９) - - (.177)
≥400 5 (27.8) 5 (27.8) 7 (３８.9) 1 (5.6)

total 67 (31.9) 79 (37.6) 55 (26.2） 9 (4.3)
1)N(%)
2)*: p<0.05

<Table 4> Self-judgement of nutrition knowledge by sex and nutrition knowledge score

no idea a little much almost χ
2

(p-value)

sex male 13 (14.6) 44 (21.0) 28 (31.5) 4 (4.5) 0.811
sex 22 (8.2) 54 (25.7) 38 (31.4) 7 (5.8) (.847)

knowledge
score

bad 12 (4.3) 28 (28.6) 22 (33.3) 5 (45.5)
normal 16 (5.7) 40 (40.8) 21 (33.1) 2 (18.2) 11.191
good 6 (7.1) 26 (26.5) 21 (33.1) 2 (18.2) (.263)

very good 1 (2.9) 4 (4.1) 2 (3.0) 2 (18.2)
total 35 (16.7) 98 (46.7) 66 (31.4) 11 (5.2)

1)N(%)
2)***: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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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오류를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7. 체형인식도

<Table 7>은 성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형 인식도를 나

타낸 것이다. 자신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남자

는 43.3%, 여자는 31.4%였다. 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는 마른 체형(매우 마른편이다 또는 약간 마른편이다)이라

고 답한 경우가 뚱뚱한 체형(약간 뚱뚱한 편이다 또는 매우

뚱뚱한 편이다)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고, 여학

생은 뚱뚱한 체형이라고 답한 경우가 마른 체형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라 체형인식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조사 대상자 자신의 체질량지수

와 체형의 인식관계에서, 저체중을 마른 체형(매우 마른편

이다 또는 약간 마른편이다)으로, 정상체중을 ‘보통’으로, 과

체중을 ‘약간 뚱뚱한 편이다’로, 비만은 ‘매우 뚱뚱한 편이

다’로 바르게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는 저체중의 66.6%, 정

상체중의 47.2%, 과체중의 26.3%, 비만의 14.3%, 여자는

저체중의 66.6%, 정상체중의 49.2%, 과체중의 71.9%, 비

만의 27.3%로 나타났다. 남녀 저체중과 여자 과체중을 제

외한 대부분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정상체중이면서 마른 체형(매우 마른편이다 또는 약간 마른

편이다)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43.3%, 여자는 18.1%

를 차지하였고 정상체중이면서 뚱뚱한 체형(매우 뚱뚱하다

또는 약간 뚱뚱하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9.4%,

여자는 32.8%로 나타났다. 또한 과체중이면서도 보통이거

나 마른 체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73.7%, 여자는

18.8%로 나타났으며, 비만이면서 ‘약간 뚱뚱한 편이다’이하

로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는 85.7%, 여자는 72.7%로 인식

하였다.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P<0.001).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체중이면서 ‘말랐

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14%, 여자는 0%로 인식하

였고, 과체중이면서 보통체형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

는 25.0%, 여자는 7.1%로 인식하였다. 또한 정상체중이면

서 ‘약간 뚱뚱하다’나 ‘매우 뚱뚱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24.4%, 여자는 54.6%였다. 또한 비만이면서 ‘약간

뚱뚱하다’ 이하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남자는 60%, 여자

는 41.7%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

<Table 5> The source of nutrition knowledge by sex

male(N=89) female(N=121) total(N=210) χ
2

(p-value)
internet 25 (28.1) 23 (19.0) 48 (22.9)

media (TV, radio, newspaper) 19 (21.3) 23 (22.3) 42 (20.0)
doctor, nurse, nutritionist 5 (5.6) 17 (14.0) 22 (10.5) 11.996

parents 28 (31.5) 27 (22.3) 55 (26.2) (.062)
friends 3 (3.4) 13 (10.7) 16 (7.6)
school 7 (7.9) 12 (9.9) 19 (9.0)

etc. 2 (2.2) 6 (5.0) 8 (3.8)
1)N(%)

<Table 7> Perception of body image by sex and BMI

 very thin thin normal fat very fat χ
2

sex male 5 (5.6) 23 (25.8) 42 (47.2) 17 (19.1) 2 (2.2) 26.576***
(.000)female 4 (3.3) 12 (9.9) 38 (31.4) 56 (46.3) 11 (9.1)

male

less 1 (33.3) 1 (33.3) 1 (33.3) - - - -
35.157***

(.000)
normal 4 (7.5) 19 (35.8) 25 (47.2) 5 (9.4) - -

over - - 3 (15.8) 11 (57.9) 5 (26.3) - -
obesity - - - - 5 (35.7) 7 (50.0) 2 (14.3)

female

less 2 (33.3) 2 (33.3) 2 (33.3) - - - -
65.515***

(.000)
normal 2 (3.3) 9 (14.8) 30 (49.2) 18 (29.5) 2 (3.3)

over - - - - 6 (18.8) 23 (71.9) 3 (9.4)
obesity - - 1 (4.5) 0 - 15 (68.2) 6 (27.3)
total 9 (4.3) 35 (16.7) 80 (38.1) 73 (34.8) 13 (6.2)

1)N(%)
2)***: p<0.001

<Table 6> Anthropometrics of subjects

Male (N=89) Female (N=121) p-value
Height (cm) 172.20±6.451) 160.89±5.2 0.000
Weight (kg) 66.73±9.78 58.42±8.04 0.000
BMI (kg/m2) 22.46±2.60 22.54±2.81 0.822

1)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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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중을 적게 인식하는 체형 왜곡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a(2003)의 연구와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분석(2005)과 비교하여도 비행청소

년이 체중을 적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로 인해 비행

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

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사회에서 체중을 과대평가하

여 체중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체중을 과소평가하여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남자는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체

중을 적게 인식하고 여자는 많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Jang(2002)과 Yoon(2002)의 결과와 같다. 특히, 비행청소

년의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비만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비만 인식률 ‘약간 비만’ 혹은 ‘비만’은 1998년에

35%에서 2005년에 27.1%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신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청소년백서 2007). 신체이미지 왜곡은 학년

이 올라 갈수록 높아지며(청소년 건강형태조사 심층분석

2005)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식행동과 체중조절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Ryu & Yoon

1998). 그러므로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체형을 바르

게 인식하고 올바른 체중조절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은 남녀특성에 따라 달리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질량지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체

중과 신장을 실측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오

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체중조절 경험

<Table 8>은 체중조절 경험을 성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

중조절 경험으로 나타낸 것이다. ‘체중조절 경험이 없다’는

남자가 52.8%, 여자가 12.4%로 나타났으며 3번이상 시도

한 경우는 남자가 8.0%, 여자가 35.3%로 나타나 체중조절

경험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남자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경험은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p<0.05). 1번이상의 체중조절의 경험을 한 남

자는 저체중의 0%, 정상체중의 18.8%, 과체중의 36.9%,

비만의 64.1%로 나타났다. 1번 이상 체중조절 경험을 한 여

자는 저체중의 50%, 정상체중의 55.7%, 과체중의 84.3%,

비만의 77.3%로 나타났으나 체질량지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체중조절의 경험이 많았으며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 이

는 Ha(2003)와 Seo(2001)와 같은 결과이다. 체중조절 경

험이 있는 경우가 남자 29.2%, 여자의 66.9%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체중조절 경험률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3)과 Lee 등(2000),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Son

(200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a(2003)보다 남녀 모두 높

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체중

조절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실

업계고가 일반고에 비해 체중조절 경험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분석 2005).

9. 체중조절 이유

<Table 9>는 성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이유를 나

타낸 것이다. 체중조절의 이유로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을 위해서’가 14.3%, ‘과체중

으로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12.9% 순이었다. 여고생을 대상

으로 한 Lee 등(2005)의 연구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2000)의 연구 결과와 같다. 성별에 따른 체중조절 이

유를 보면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남자 51.6%, 여자 11.6%

를 제외하고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가 남자는 22.5%, 여

자는 52.1%, ‘건강을 위해서’가 남자는 13.5%, 여자는

14.9%였고, ‘과체중으로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남자는

10.1%, 여자는 14.9%로 나타났다(p<0.001). 남자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이유는 ‘체중조절 경험이 없다’를 제

<Table 8> The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by sex and BMI

never intend to try once twice over three times total
N(%) χ

2

sex male 47 (52.8) 16 (18.0) 8 (9.0) 2 (2.2) 16 (18.0) 89 (100) 43.993***
(.000)female 15 (12.4) 25 (20.7) 24 (19.8) 14 (11.6) 43 (35.5) 121 (100)

male

less 3 (100) - - - - - - - - 3 (3.4)
21.695*
(.041)

normal 35 (66.0) 8 (15.1) 4 (7.5) 1 (1.9) 5 (9.4) 53 (59.6)
over 7 (36.8) 5 (26.3) 1 (5.3) - - 6 (31.6) 19 (21.3)

obesity 2 (14.3) 3 (21.4) 3 (21.4) 1 (7.1) 5 (35.7) 14 (15.7)

female

less - - 3 (50.0) 2 (33.3) 1 (16.7) - - 6 (5.0)
20.188
(.064)

normal 12 (19.7) 15 (24.6) 11 (18.0) 4 (6.6) 19 (31.1) 61 (50.4)
over 2 (6.3) 3 (9.4) 9 (28.1) 5 (15.6) 13 (40.6) 32 (26.4)

obesity 1 (4.5) 4 (18.2) 2 (9.1) 4 (18.2) 11 (50.0) 22 (18.2)
total 62 (29.5) 41 (19.5) 32 (15.2) 16 (7.6) 59 (28.1) 210 (100)

1)N(%)
2)***: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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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정상체중의 17.0%가 ‘건강을 위해서’, 과체중의

52.6%가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 비만의 35%가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p<0.01). 여자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이유는 저체중을 제외하고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에서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를 가장 많이 답

하였다(p<0.001). 외모지향적인 체중조절은 청소년기에 성

장과 발달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에 외

모지향적인 체중조절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학생들에

게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체중조절관을 갖도록 교육시킬 필

요가 있다.

10. 체중조절 방법

성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방법은 <Table 10>과

같다. ‘체중조절 경험이 없다’를 제외하고 성별 체질량지

수에 따른 체중조절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운동량 늘리기’가

28.1%, ‘식사량 조절’이 15.7%, ‘굶기’가 3.4%, ‘기타’가

1.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식사량 조절’이

77.4%, ‘굶기’가 24.0%, ‘운동량 늘리기’가 17.4%, ‘다이

어트 식품이용’이 6.6%, ‘클리닉이나 병원 이용’이 0.8% 순

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체중조절 방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p<0.001). 일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Ahn 등(2005)

의 연구와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3)의 연

구에서는 체중조절방법으로 운동>식사량 줄이기>저녁 굶기

>단식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 비행청소년과 차이가 있었다.

여자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체중조절방법으로 운동

보다는 식사량 조절과 굶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자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방법으로 ‘운

동량 늘리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식사량 조절’이 많

았지만 ‘다이어트 식품 이용’과 ‘클리닉이나 병원 이용’은 없

어 남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방법은 유의적인 차

이가 있었다(p<0.05). 여자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체중조절

방법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체중조절 경험이 없다’

를 제외하고 정상체중은 ‘식사량 조절’이 50%, ‘운동량 늘

리기’가 23%, 과체중은 ‘식사량 조절’과 ‘굶기’가 각각

<Table 9> The reason of weight control by sex and BMI

no experience health appearance badinage of 
friend

be discomfort 
to move etc. total

N(%)
χ

2

(p-value)

sex male 46 (51.7) 12 (13.5) 20 (22.5) 1 (1.1) 9 (10.1) 1 (1.1) 89 (100) 43.341***
(.000)female 14 (11.6) 18 (14.9) 63 (52.1) 5 (4.1) 18 (14.9) 3 (2.5) 121 (100)

male

less 3 (100) - - - - - - - - - - 3 (3.4)
35.287**

(.002)
normal 34 (64.2) 9( 17.0) 5 (9.4) 1 (1.9) 4 (7.5) - - 53 (59.6)

over 7 (36.8) - - 10 (52.6) - - 1 (5.3) 1 (5.3) 19 (21.3)
obesity 2 (14.3) 3( 21.4) 5 (35.7) - - 4 (28.6) - - 4 (15.7)

female

less - - 2( 33.3) 1 (16.7) - - 1 (16.7) 2 (33.3) 6 (5.0)
51.454***

(.000)
normal 12 (19.7) 10 (16.4) 34 (55.7) - - 4 (6.6) 1 (1.6) 61 (50.4)

over 1 (3.1) 2 (6.3) 18 (56.3) 2 (6.3) 9 (28.1) - - 32 (26.4)
obesity 1 (4.5) 4 (18.2) 10 (45.5) 3 (13.6) 4 (18.2) - - 22 (18.2)
total 60 (28.6) 30( 14.3) 83 (39.5) 6 (2.9) 27 (12.9) 4 (1.9) 210 (100)

1)N(%)
2)**: p<0.01, *: p<0.05

<Table 10> The way of weigh control by sex and BMI

no experience excercise diet starvation commercial 
food hospital ect χ

2

(p-value)

sex male 46 (51.7) 25 (28.1) 14 (15.7) 3 (3.4) - - - - 1 (1.1) 63.790***
(.000)female 14 (11.6) 21 (17.4) 48 (77.4) 29 (24.0) 8 (6.6) 1 (0.8) - -

male

less 3 (100) - - - - - - - - - - - -
25.241*
(.014)

normal 34 (64.2) 14 (24.6) 5 (9.4) - - - - - - - -
over 7 (36.8) 6 (31.6) 4 (21.1) 1 (5.3) - - - - 1 (5.3)

obesity 2 (14.3) 5 (35.7) 5 (35.7) 2 (14.3) - - - - - -

female

less - - 2 (33.3) 2 (33.3) 2 (33.3) - - - - - -
22.795
(.089)

normal 12 (19.7) 14 (23.0) 24 (50.0) 9 (14.8) 2 (3.3) - - - -
over 1 (3.1) 2 (6.3) 12 (37.5) 12 (37.5) 4 (12.5) 1 (3.1) - -

obesity 1 (4.5) 3 (13.6) 10 45.5 6 (27.3) 2 (9.1) - - - -
total 60 (28.6) 46 (21.9) 62 (29.5) 32 (15.2) 8 (3.8) 1 (0.5) 1 (0.5)

1)N(%)
2)***: p<0.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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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비만은 ‘식사량조절’이 45.5%, ‘굶기’가 27.3% 순

으로 나타났다.

11.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조사 대상자의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요인 가정의 평균 소

득,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체질량지수, 영양지식의 상

관관계는 <Table 11>과 같다. 체질량지수는 아버지의 연령

(p<0.05)과 영양지식(p<0.05)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영양지식은 체질량지수(p<0.05)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의 식행동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식

생활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일부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사

항, 체중조절경험, 영양지식수준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남녀 빈도는 남자가 89명으로 42.4%, 여자

가 121명으로 57.6%였으며,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41∼50세가 각각 72.9%, 73.8%로 가장 많았다. 부모

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부모의 결합 상태는 27.6%

만이 결혼관계에 있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200

만원 미만이 53.8%로 소득 수준이 낮았다.

2.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남녀 각각 172.20, 160.89 cm

였고 평균 체중은 남녀 각각 66.73, 58.42 kg으로 나타났

으며 체질량 지수는 남녀 각각 22.46, 22.54로 정상 범위

에 속하였으나 남녀 모두 1/3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나타났다.

3. 체형만족도는 성별(p<0.001)과 여자의 비만도(p<

0.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형인식도는

성별, 남녀 각각의 비만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p<0.001, p<0.001, p<0.001).

4. 체중조절 경험은 남자의 29.2%, 여자의 66.9%가 있

었으며 체중조절의 경험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으며

(p<0.00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경험한 빈도

가 높았다.

5. 체중조절 이유로는 ‘더 멋진 외모를 위해서’가 남자의

22.5%, 여자의 5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건강을 위해

서’가 각각 13.5, 14.9%, ‘과체중으로 활동하기 불편해서’

가 각각 10.1, 14.9%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외관상의 이유

로 체중을 조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체중조절의 이유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6. 체중조절 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운동량 늘리기(28.1%)>

식사량 조절(15.7%)>굶기(3.4%), 여자의 경우는 식사량 조

절(77.4%)>굶기(24.0%)>운동량 늘리기(17.45) 순으로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7. 영양지식 전체 문항의 정답률은 52.1%, 인지도는

67.9%, 정확도는 75.5%로 나타났다. 영양지식의 점수는 남

자가 10.25±3.76점, 여자가 10.53±3.69점으로 남녀모두

보통군에 속하였으며 여자가 조금 높은 편이었다. 영양지식

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의 빈도가 유의적으

로 많았다. 영양지식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는 실제 영양지

식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 영양지식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남

자는 부모님(31.5%)>인터넷·PC통신(28.1%)>TV·라디오·

신문(21.3%)의 순이었으며 여자는 부모님(22.3%)>TV·라

디오·신문(22.3%)>인터넷·PC통신(19.0%)의 순이었다.

비행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구조적으로 열악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영양지식수준에 부

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의 영양교육은 영양지식수준을 개선

시킬 수 있을 때 식생활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영양교육은 열악한 가정환경의 식

생활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

고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조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

생 등의 성격이 다른 집단들을 세분화하여 좀 더 세밀한 결

과 분석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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