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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body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using a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then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body perception.

Methods: Participants were 65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at were

recruited from five institutions. An 11-month, two-time point longitudinal

design was used in which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to examine

the changes in body perception. At the second time point, children were

assessed with an additional measure to investigate self-esteem, and their

mothers also reported on maternal factors and children's media experience

through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correlations and ANOVA.

Result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of children's negative body

perception over time. Children’s media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body perception. Mothers whose children showed higher body

mass index (BMI) sent more verbal messages about their child's weight

reduction. In addition, children's negative body percep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hysical self-esteem.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nly the physical self-esteem according to the level of children's body

percep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would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upport intervention and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body image of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s body image, body perception, self-esteem,

mother,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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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

기가 확산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날씬하고 마른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욕구가 지나칠 때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와 현

재 자신의 상태 사이에 괴리가 커져 심리적인 불만을 초래하고 다른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행동

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가 발표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아동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하위권

에 있으며,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자신의 몸이나 외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16개국 중 15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아동 실태조사 결과(류정희

등, 2018)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학업 비중이 높고 신체활동이 감소하여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신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자기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나 통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신체인식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사고,

인식, 자각이나 감정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을 신체상이라고 하였다(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신체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감정, 인식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선행연

구를 통해 신체를 포함한 외모에 대한 걱정이 이후에 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Goldschmidt, Wall, Choo, Becker, & Neumark-Sztainer, 2016; Paxton,

Neumark-Sztainer, Hannan, & Eisenberg, 2006)에서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신체상은 청소년의 섭식장애나 건강에 해로운

섭식행동, 성인의 운동 중독이나 약물 중독등과도 관련이 있었다(Neumark-Sztainer, Paxton, Hannan,

Haines, & Story, 2006; Pope, Kanayam, & Hudson,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되었는데 부정적인 신체상이 아동기에 형성되고 이것이 성장한 후에도 이어진다는

결과(Knafo, 2016)를 고려한다면 아동기 초기의 신체상 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체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인식

을 고찰한 선행연구(김하종, 김주연, 김경숙, 2012)에서는 유아의 외모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여

아가 남아에 비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Cramer와 Steinwert(1998)의 연구에서는 4세 경부터 유아가 특정한 신체에 대한 선호 또는 편견

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유아도 자기 신체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아의 발달이나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예측

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만 5세 미국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Davison, Markey, & Birch,

2003)에서는 5세에서부터 9세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과체중에 대한 걱정이 과도한 섭식

제한 등의 해로운 식사습관, 부적응적인 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뿐 아

니라 어린 아동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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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유아의 신체상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김하종 등, 2012; 김희영, 김유환, 김경숙, 2012;

박은혜, 이성희, 2010)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신체 이해, 외모와 체형에 대한 인식을 횡

단 연구방법으로 고찰하고 있어 유아의 신체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상을 유아가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 인식에 한정해서 신체의 주

관적 인식이 가능해지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기 종단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먼저 개인요인으로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유

아 개인의 실제 신체크기나 체중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Burgess & Broome, 2012; Dunphy-Lelii,

Hooley, McGivern, Skouteris, & Cox, 2014; Musher-Eizenman, Holub, Edwards-Leeper, Persson, &

Goldstein, 2003)에서는 성인들은 자신의 신체 비만도나 체중을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아기에는 자신의 신체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객관적인 신체크기, 즉 신장과 체중을 고려한 신체특성과 유아의

신체 인식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유아의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환경 요인이다. 유아에게 직접적으

로 가장 가까운 환경은 부모와 가족이며 이 중에서도 주양육자이면서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

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하나이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상

이나 섭식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섭식 태도나 다이어트가 청소년기 자녀의 섭식 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거나 어머니의 신체 관련

자신감이나 인식을 모델로 삼아 자녀의 신체상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Paxton

et al., 1991; Pike & Rodin, 1991)가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신체 불만족이나 체중조절, 섭식 제한

이 자녀의 섭식 태도나 인식과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Attie & Brooks-Gunn, 1989; Thelen &

Cormier, 1995)도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endy, Gustitus, & Leitzel-Schwalm,

2001)에서 어머니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과 자녀인 유아의 신체인식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

녀가 모델링할 수 있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인식이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와 관련한 대

화 정도가 유아기 자녀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환경 요인으로 미디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이 있다. TV 등의 미디어에서는 사회에서 선호되는 신체 특성이나 미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

하면서 이에 노출된 유아의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ohnt & Tiggemann, 2006). 미디어

요인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지만 미디어 요인과

유아의 신체상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어 유아가 자주 접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유아의 신체상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것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어왔다. 특히 자기 신

체, 체력, 외모 등에 대한 만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

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상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이주연, 유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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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Donnellan, Trzesniewski, Conger, & Conger, 2007; Van den Berg, Mond, Eisenberg, Ackard, &

Neumark-Sztainer, 2010). 즉,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 부정적 신체상을 형성할수록 자존감 수

준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김희영 등, 2012)에서는 신체 존

중감과 또래 수용성이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직접적으로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학령기 아동과 달리 또래와의 사회적인 비

교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유아기에 신체인식에 따른 자존감의 차

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적응에서 긍정적인 신체상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신체상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로 보고 유아의 신체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신체인식과 개인특성 및 어머니요인, 유아의 미디어 경험, 자존감

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자존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신체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개인 특성(BMI) 및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신체관련 대화), 유

아 미디어 경험, 자존감은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개 대도시에 소재한 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중에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참여에 동의한 유아 70명과 어머니 70명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 예비조사를 통해 3세 유아가 신체 평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고 판단되어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70쌍의 유아와 어머니 가운데 질병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와 수용어휘력검사(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에

서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을 통과하지 못한 유아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5쌍의 유아와 어

머니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1

차년도에 62.20개월, 2차년도에 72.83개월이었다. 유아의 연령별 구성은 1차년도에 만 4세 유아

가 31명(47.7%), 5세 유아가 34명(52.3%)이었다.



유아의 신체상 변화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요인

63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65)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N(%) 또는 M(SD)

유아

성별

남아 34(52.3)

여아 31(47.7)

월령(개월) 62.20(7.24) 72.83(7.26)

어머니

연령(세) 36.56(3.66) 37.09(3.78)

교육 수준

고졸이하 20(30.8)

대학교 졸업 39(60.0)

대학원 이상 6( 9.2)

아버지

연령(세) 39.69(4.55) 39.72(4.65)

교육 수준

고졸이하 14(21.5)

대학교 졸업 39(60.0)

대학원 이상 12(18.5)

가구 월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3(4.6 ) 3(4.6)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24(37.68) 20(30.8)

4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14(21.5 ) 23(35.4)

600만 원 이상 22(33.8 ) 19(29.2)

무응답 2(3.1 ) 0(0)

2. 연구도구

1) 신체인식

신체인식의 측정 도구는 Stunkard, Sorenson, 그리고 Schulsinger(1983)가 성인용 신체 인식 척도

로 제작한 신체 실루엣 그림을 수정한 아동 및 성인 대상 그림카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그림카

드 척도는 마른 신체 타입에서 비만한 신체 타입을 점진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카드 척도로

조사 대상자는 자신의 신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그림을 고르고 이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그림을 고른 뒤에 그 차이값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자 3인과 보육교사 2인이 척

도를 검토한 후에 척도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5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자간 신체인식 검사의 신뢰도는 .9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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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 신체인식

유아의 신체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Stunkard 등(1983)이 성인의 신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

발한 신체 실루엣 그림 척도를 수정한 Collins(1991)의 아동 신체상 그림 척도와 Hendy 등(2001)

의 아동용 신체상 평정 척도를 기초로 아동 대상 신체인식 그림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남아와 여아용 2개 세트로 이루어져있고 성별에 맞추어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림척도는 가장 마

르고 왜소한 신체의 유아 그림(1점)부터 가장 비만인 신체의 유아 그림(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신체 크기가 커지면 점수가 증가하는 형태이다. 조사원이 그림카드를 제시하면 유아는 현재

자기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선택하고 이어서 가장 멋있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

택하였다. 현재 자기 신체 유형과 이상적 신체 유형 간의 차이는 유아가 자기 신체에 대해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 범위는 0~6점이다.

(2) 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은 Stunkard 등(1983)이 제작한 신체 실루엣 그림을 수정한

Thompson과 Gray(1995)의 성인 대상 신체상 평가 척도(Body-image Assessment Scale)를 토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 신체인식 평가척도는 가장 마른 여자 그림(1점)부터 가장 비만인

여자 그림(9점)까지 신체 크기가 커지면서 점수가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현재 자기 모습

과 가장 비슷한 그림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자기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이상적인 신체를 평가하도록 했다. 유아용 척도와 마

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신체 유형과 이상적인 신체 유형의 차이가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의 점수 범위는 0∼8점이다.

2) 유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유아의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장과 체중을 확인하고 체질량지수 계산법〔체중(kg)/

신장(m)2〕을 활용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신장과 체중을 모두 고려하여 신체특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비만도를 나타낸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담임

교사가 유아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 유아간 비교를 위하여 표준화점수를 산출하여 이용하

였다.

3) 어머니의 자녀 신체 관련 대화

어머니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 중에 신체 관련한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endy

등(2001)이 사용한 어머니의 유아 자녀 대상 신체 관련 메시지 빈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살찌워라’ 대화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살이 쪄서 더 크고 건강해지도록 유도하는 언어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살 찌려면 더 먹어라’, ‘너무 말랐다’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한다(3점)’로 이루어진 3점 리커트 척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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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런 종류의 언어 메시지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α값은 .81이었다.

(2) ‘살빼라’ 대화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살을 빼서 마른 신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 메시지로

‘살 빠지려면 적게 먹어라’, ‘너무 살이 쪘다’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하지 않는

다(1점)’에서 ‘많이 한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Cronbach’s α값은 .67이었다.

4) 유아의 미디어 경험

유아의 미디어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ohnt와 Tiggemann(2006)이 개발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디어 경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인

기 있는 만화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체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TV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유아가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는지 어머니가 그 빈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신문방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이 신체

적 매력을 강조하는 유아 대상 만화 프로그램이나 예능 TV 프로그램 10개를 정한 이후에 예비조

사를 통해 최종 5개 프로그램(예: 짱구는 못 말려, 시크릿 쥬쥬 등)을 선정하여 조사에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안 본다’(1점)에서 ‘자주 본다’(3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이며 이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60으로 나타났다.

5) 유아 자존감

유아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의 자존감 그림 척도를 기초로 제작한

지성애, 김영옥 그리고 박희숙(2003)의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를 수정보완한 김래영과 정선영

(2013)의 자존감 검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사회, 신체, 가족 자아의 4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전체 자존감과 인지, 사회, 신체, 가족 자존감 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85, .66, .71, .62,

.7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유아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약

1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유아 신체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년도에는 유아의 자존감, 유아의 미디어경험, 어머니의 신체인식, 어머니

의 자녀대상 신체관련 대화 빈도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에 유아의 신체인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도구를 수정하고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보육교사 총 5인의 검토를

거쳐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또한 유아의 미디어 경험 조사도구는 신문방송학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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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추가로 검토에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는 각각 1차년도 및 2차년도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에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1차년도에는 2017년 1월

25일부터 4주에 걸쳐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

였고 2차년도에는 2018년 1월 11일부터 4주에 걸쳐 1차년도 연구 참여 유아 가운데 기관에 남아

있고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신체인

식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조사원이 유아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

고 어머니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합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유아 신체인식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개별 유아의 시간에 따른 신체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 신체인식과 2차년도 신체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유아 신체인식 차이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분산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신체인식과개인특성(BMI) 및미디어경험과자존감, 어머니신체인식과자녀

신체관련 대화의 일반적 경향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유

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는 1.69(SD = 1.07)로 낮은 편이었으

며, 2차년도에는 1.29(SD = .98)로 1차년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아는 전

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변수
전체 (N=65)

M(SD)
Boy(N=34)
M(SD)

Girl(N=31)
M(SD)

1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69(1.07) 1.41( .96) 2.0(1.13)

2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29( .98) 1.41(1.13) 1.16( .78)

개인요인

신장(cm) 116.45(6.48) 115.83(6.74) 117.14(6.22)

표 2. 기술통계분석 결과 (N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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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N=65)

M(SD)
Boy(N=34)
M(SD)

Girl(N=31)
M(SD)

체중(kg) 22.63(4.60) 22.25(4.35) 23.05(4.89)

BMI Z-score .45(1.12) .42(1.20) .49(1.05)

어머니 요인

신체인식 1.86(1.10) 1.73(1.11) 2.00(1.20)

“살찌워라” 대화 1.79( .53) 1.80( .29) 1.77( .54)

“살빼라” 대화 1.31( .50) 1.16( .29) 1.48( .63)

유아 미디어 경험 1.56( .42) 1.46( .38) 1.67( .42)

유아 자존감 전체 3.27( .40) 3.16( .54) 3.23( .48)

인지 3.61( .40) 3.56( .42) 3.67( .38)

사회 3.17( .59) 3.08( .64) 3.28(. 51)

신체 3.19( .51) 3.16( .54) 3.23( .48)

가족 3.12( .65) 2.97( .72) 3.28( .54)

표 2. 계속

유아의 성별에 따른 신체인식 수준은 1차년도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에는 남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비교적 여아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신체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1차년도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26, p < .05). 연령에 따른 신체인식에서의

차이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표준 점수는 0.45(SD = 1.12)로 나타났고, BMI 표

준점수를 이용해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2017)에 따라 조사대상 유아의 신체

유형을 분류한 결과 표준형은 70.3%로 대부분의 유아가 표준 체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신체 매력을 강조하거나 관련 내용이 많은 미디어 경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유아의 자

존감은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인지영역의 자존감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어머니의 자녀 신체관련 대화를 하는

수준도 다소 낮았는데“살을 찌워라”라는 대화를 “살빼라”라는 대화보다는 비교적 더 자주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 유아 신체인식의 변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에 유아 대

상으로 신체인식을 조사하고 약 11개월 후 2차년도에 유아의 신체 인식을 다시 조사하였다. 개

별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난 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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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1차년도 유아신체인식 1.69 1.07
2.20* .031

2차년도 유아신체인식 1.29 .98

*p < .05.

표 3. 유아의 신체인식 변화

개별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간이 지난 뒤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0, p < .05). 다시 말해,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아신체인식과개인특성(BMI), 어머니요인(어머니신체인식, 자녀신체관련대화),

유아 미디어 경험, 및 자존감 간의 관계

2차년도 유아의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특성(BMI), 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녀 대상 신체

관련 대화 빈도, 유아의 미디어 경험,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미디어 경험 요인이 유일하게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1, p < .05). 즉, 유아가 신체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 미디어

시청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1. 2차년도 유아 신체인식 1

2. 유아 BMI Z-score -.19 1

3. 어머니 신체인식 -.24 .32** 1

4. 어머니 “살찌워라” 대화 .15 -.29* -.21 1

5. 어머니 “살빼라” 대화 -.23 .50** .40** -.25* 1

6. 유아 미디어 경험 .31* .07 .16 .05 .24 1

7. 유아 자존감_전체 .08 -.18 -.18 -.03 -.14 .20 1

8. 자존감_인지 .15 -.17 -.17 .01 -.23 .18 .45 1

9. 자존감_사회 .10 -.05 -.05 -.01 -.05 .15 .31 .45 1

10. 자존감_신체 -.28* -.19 -.18 -.03 -.13 -.03 .41 .31 .26 1

11. 자존감_가족 .18 -.13 -.15 -.07 -.05 .24 .69 .41 .69 .17 1

*p < .05, **p < .01.

표 4.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

한편, 유아의 BMI 표준점수는 어머니의 부정적 신체인식(r = .32, p < .01)과 어머니의 “살빼라”

라는 대화(r = .50, p < .01)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살찌워라”라는 대화(r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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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와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BMI 점수가 높을수록 신장 대비 체

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인 유아에게 ‘살

이 너무 쪘다’거나 ‘살을 빼라’라는 말을 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살을 찌우라’는 말을 하는 빈도

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자존감이 부적

으로 관련이 있었다(r = -.28, p < .05). 즉,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에

대한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신체인식 수준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중앙값 분할 방법(median split method)(Martin, Wertheim,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2000)을 이용하여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집단을 3개로 구분하였다. 먼

저 부정적 신체 인식 값이 0인 유아집단은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이상적인 신체에 대

한 평가의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만족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부정적 신체인식의 중앙값인 1을 기

준으로 1에 해당하는 집단을 저불만 집단, 중앙값 1보다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을

고불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3개 집단의 자존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구 분

유아 신체인식

만족
a

(N = 12 )
저불만

b

(N = 32 )
고불만

c

(N = 21 ) F Scheffé

M SD M SD M SD

자존감

전체 3.20 .53 3.25 .38 3.33 .37 .48

인지 3.47 .57 3.62 .35 3.68 .35 1.08

사회 3.19 .72 3.05 .59 3.35 .47 1.68

신체 3.21 .51 3.23 .43 2.98 .57 3.22
*

b > c

가족 3.04 .85 3.01 .62 3.33 .54 1.62

*p < .05.

표 5. 유아의 신체인식에 따른 자존감 차이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신체 자존감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22, p < .05). 그 중에서도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낮은 저불만 집단 유아의 신체자존감이 부

정적 신체인식 수준이 높은 고불만 집단 유아의 신체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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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기종단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5세 유아의 신체인식을 약 1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신체인

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서 2차년도에 유아 개인의 신체특성(BMI), 미디어경험, 어머니의 신체인식 및 자녀대상 신체

관련 대화 빈도를 조사하고 유아의 신체인식, 자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아의 신체인식 수

준에 따라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유아의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유아가 평가한 자기 신체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며 연구대상 유아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와 2차년도 모두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 수준은 중간 이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4-5세 유아가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부정적 신체인식이 변화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부정

적 신체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준이 낮아져서 유아의 신체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가 아동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다가 사회적 비교가

정착되는 학령기 이후에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Marsh, Craven, 그리고 Debus(199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

한 유아의 외모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김하종 등(2012)의 연구와도 유

사한 결과이다. 반면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고찰한 김재봉(1986)의 연구

에서는 유아의 자아개념이 4세까지 긍정적으로 발달하다가 이후 다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 김재봉(1986)의 연구가 각 연령 집단을 횡단연구방법을

적용해 연령별 차이를 비교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개별 유아의 변화를 조사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기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표준 체형인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

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발달로 인한 신체적 유능감이 증가하면서 자기 신체에 대

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신체 사이즈에 초

점을 맞추어 유아의 신체인식을 평가했지만 유아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단순히 신체크기

뿐 아니라 연령변화에 따른 신체 운동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인 유아 개인의 신체 특성(BMI),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대상 신체관

련 대화), 유아의 미디어 경험과 부정적 신체인식,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유아의 미디어

경험이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TV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선호하는 신체 특성이나 미의 기준을 자주 드러내는 TV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시청 경험이 많을수록 유아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Dohnt와 Tiggemann(2006)

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마른 신체의 여성이 나오는 미디어 광고를 본 여자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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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에 대해 더 불만스러워한다고 보고한 Hargreaves와 Tiggemann(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달리 유아의 신체특성인 BMI나 어머니 신체인식, 자녀 신체관련 대화는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에 자신의 신체 크기나

실제 비만정도 등 BMI와 신체상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cCabe & Ricciardelli, 2001)와

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대부분이 표준체형이라는 점 때문에 유아의

BMI와 신체인식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아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성인에 비해 신체크기나 비만 등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Musher-Eizenman et al., 2003)도 있어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신체 타입을 고려해 표집하여 유아가 자신의 신체 타입에 따라 실제 신체 크기에 대한 자각이나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어머니 요인은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어머니의 신체인식과 유아의 신체인식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Hendy 등(2001)의 연구

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관련 대화 정도 또한 자녀인 유아의 신체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ill, Weaver, &

Blundell, 1990; Paxton et al., 1991; Smolak, Levine, & Schermer, 1999)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

인식이나 섭식행동 등이 연령이 많은 학령기나 청소년기 자녀에게 모델링 효과를 가지는 경향

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의 신체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 또한 자녀의 태도나 사고보

다는 섭식행동이나 다이어트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머니

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기라

는 발달단계에서의 특성상 섭식 문제가 없는 일반 어머니가 표준체형을 가진 자녀에게 체중조

절보다는 신체 발달을 강조하게 되어 어머니의 신체인식이 유아의 신체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유아의 체형에 따라 어머니의 모델링 효과를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식은 신체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에 대한 유능감 또는 자신감 수준도 낮은 것을 의미한

다.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

적 신체인식 수준에 따라 전체 자존감과 인지, 사회, 가족, 신체 자존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기에서도 신체 자존감에서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즉,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수

준이 높은 집단이 부정적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자존감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기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체적 유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주연, 유조안, 2014; Donnellan et al., 2007; Van

den Berg et al., 2010)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hroff & Thompson, 2006)에서 신체

에 대한 만족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 선행연구는 자존감을 전

반적으로 자신의 가치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신체상이나 신체만족

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자존감 그림 척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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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부 영역에 대한 유능감을 그림카드로 구성하여 유아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차

이로 인해 신체인식과 신체 자존감에서만 관련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유아는 발

달적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추상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Selman, 1980). 따라서 유아의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영역에 따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림카드에 대해 자신과

가까운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척도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 외형에 대한 부정적 또

는 긍정적 인식이 신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의 신체인식과 자존감의 관계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발달적으로 자존감 형성 과정에서 신체상의 역할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신체인식의 발달적 변화를 단기적으로나마 고찰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또한 유아기에 자주 접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유아의 미의 기준이나 인식을 형성하는데 관련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유아기부터 신체나 외모에 대한 건강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를 위해 외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유아의 건강한

자존감 발달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긍정

적 신체상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신체 특성으로 인한 편견을 방지하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유아의 신체 존중감과 또래 수용성이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김희영 등(2012)

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아의 신체자존감의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응을 위해서 유아가 자

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관에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이나 활동프로그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아 대상 TV 프

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

육현장에서 유아가 왜곡된 신체상을 형성하지 않고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

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단연구방법을 적

용함에 있어 2차년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참여한 사례수가 적어 변인 간의 인

과관계까지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 종

단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2개 시점에서 신체인식을 측정하는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신체인식의 변화와 관련요인을 확인한다면 발달적 변화

궤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아버지,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들 변인을 포함시켜 유아의 긍정적

신체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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