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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s objective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grams that improve adolescents’ body image, using a systematic re-

view and meta-analysis. Methods: A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in eleven electronic databases, using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guidelines. Population characteristics, contents of the programs, and measured outcome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from 21 selected studies. To estimate the size of the effects, meta-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Results: The contents of the programs that aimed to improve body image included physical, psychological, inter-

personal, and sociocultural interventions. Sixteen studies were meta-analyzed to estimate the effect size of body-image improvement 

programs.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for body-image improve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body satisfaction (effect size [ES] = 

0.56, 95% confidence interval [CI] = 0.23 to 0.89), and body dissatisfaction (ES = - 0.15, 95% CI = - 0.23 to - 0.08). Conclusion: The pro-

gram for body image improvement in adolescents includes a combination of physical, psycholog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

cio-cultural dimensions. The program that seeks to improve body image appears to be effective at increasing body satisfaction, and at 

reducing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multidimensional programs for adolescents to 

have a positive bod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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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는 신체상(body-image)

은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1].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신체상은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사회성 

발달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2,3] 이 시기에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대중매

체의 노출이 증가되면서 여성의 마른 체형과 남성의 근육질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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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적인 체형의 표준이 되는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

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4,5]. 2018년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분석 보고서[6]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

서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7]에서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 청소

년의 50.5%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신

체상 왜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
국, 캐나다 등 35개국의 국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

[8]에서도 청소년의 25%~61%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이나 신체상 왜곡 등과 같은 부

정적인 신체상은 저체중인 청소년이 건강하지 못한 체중조절 활

동을 하게 하거나 섭식장애를 유발하게 하는 등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9]. 또한 부정적인 신체상은 청소년의 정신병리 

발달의 지표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10], 대인관계 문

제, 비행,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나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

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2,7,11,12]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

하고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

고 있다. 신체상은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기준 등의 문화적 사회

화, 가족 및 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 특징

과 변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발달한

다[13]. 따라서 청소년 대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

소들을 독립적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중재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14,15]. 긍정적인 신체상은 다면적이고 전체론적인 개념이므로

[16]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

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은 생태 체계적 

관점에 기반을 둔 중재[17],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상담프로그

램[18], 정서조절을 강조한 자기 자비 증진 프로그램[19]과 참여

자 중심 접근법인 수용 전념 프로그램[20] 등이 있고, 국외에서

는 미디어 정보해독력(media literacy) [21]이나 자아존중감[22] 

증진, 건강신념 모형 기반 사춘기 건강개념[23] 등의 주제를 포

함한 프로그램과 학교 기반 중재[23,24]나 인터넷 기반 중재

[25,26] 등이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청소년 대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들은 청소

년의 신체만족도, 신체존중감과 같이 신체상과 관련된 변수뿐만 

아니라, 식이장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22,27,28]. 이 중에서도 자

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신체만

족도와 이와 반대 개념으로 실제 신체와 이상적 신체 사이의 차

이를 의미하는 신체불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평

가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29,30] 신체상 프로그

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31]. 하

지만 개발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 광

범위하고 사용된 측정도구가 다양하며 중재 효과에 대한 결과가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체계

적 고찰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신체상 측정 도

구에 대한 고찰[32]이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상 문제와 체

중 관련 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33], 소아암 대상자의 신

체상에 관한 탐색 연구[34] 등이 있었으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많

지 않으며[14,31], 특히 메타분석을 통해 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신체상이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내 청소년을 위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문헌

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상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재의 

특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근거의 수준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신체상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방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신체상 증진 프로

그램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

과 특성을 파악하고,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신체상 관련 결과변

수에 대한 효과 크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연

구 결과를 통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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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질문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한 연구 질문은 ‘청소년 대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가?’, ‘청소년에게 제공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신체상 관련 결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이다.

3. 문헌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연구 지침(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에 

따라 검색을 진행하였고, 핵심질문에 따른 선정과 배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다.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된 모든 논문 중에 PICO-SD (participant, intervention, com-

parision, outcome, study design)를 중심으로 문헌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여 문헌 선정을 하였다.

1) 연구 대상(participants)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신체상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 후기에서 청소년기의 연

령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까지를 포함하였다[35].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대상자를 함께 포함한 경우는 제외

하였다. 또한 현재 암이나 정신질환, 비만과 섭식장애 등 질환이 

있는 자나 고위험군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제외하

였다. 

2) 중재(intervention)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신체상 형성을 돕는 중재를 

적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재가 제공된 장소와 상관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중재를 제공하거나, 집단으로 또는 가족

이 함께하는 중재를 제공한 경우에도 고찰에 포함하였다. 중재를 

1회만 제공한 경우나, 부모 대상 중재를 제공한 경우, 약물을 중

재로 사용한 경우, 체육이나 무용 수업으로 중재를 제공한 경우

는 제외하였다. 

3) 비교대상(comparisons)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교육이

나 상담 등 비교군을 설정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비교군이 

없는 단일군 대상 연구는 제외하였다. 

4) 결과(outcomes) 

결과는 청소년에게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측정된 

결과 변수의 정량적 값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측정된 신체상과 

관련된 결과 지표가 있어야 하며, 긍정적 지표뿐 아니라 부정적 

지표까지를 포함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해 결과 지표를 

특정하지 않고 문헌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후 측정된 결과 지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는 문헌을 2차 선별하여 메타

분석 하였다.

5) 연구 유형(study design) 

사전 모의 검색에서 해당 주제의 실험 연구 논문이 많지 않았

고, 특히 국내 문헌 중에 무작위대조군 실험설계 연구가 거의 없

어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있는 모든 실험설계의 연구를 포함

하였다. 대조군이 없는 실험 연구나 파일럿 실험 연구, 질적 연구, 
서술적 조사 연구, 메타분석, 종설 등의 연구 설계를 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초록만 발표된 연구로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4. 문헌검색 방법

문헌검색은 검색 당일인 2020년 9월 10일까지 출간된 모든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검색 시 검색어 외에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 실험 연구로 연구 설계를 제한하였고, 언어는 한글과 영

어로 제한하였으며, 출판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학회지 게재 논

문 뿐 아니라 학위 논문과 보고서 등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였다. 

같은 저자의 논문인 경우 같은 프로젝트에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으나 대상자가 중복된 연구는 없었다. 문헌을 

분류하고 중복된 논문을 제거하기 위해 서지관리 프로그램

(EndNote X7)을 이용하였다. 문헌 검색은 국내외 전문 검색 데

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구자 Yun HJ, Seo K와 Han D가 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PubMed, CENTRAL (Cochrane Cen-

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 CINAHL, MEDLINE, Psy-

cINFO, EMBASE, RISS, KISS, KMbase, KoreaMed, DBpia

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각 주제어가 제목과 초록, 주요어 등에 

있는지, 해당 연구가 문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최

종 논문 원문을 검토한 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검색된 문헌을 선

택하는 모든 과정은 세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문헌검색을 위해 검색식은 의학주제표목

(MeSH)과 생명과학분야 용어색인(EMTREE)을 모두 사용하였

고, 유의어를 함께 검색하도록 불리언 연산자 AND/OR 및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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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적용하여 검색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adolescent OR teenager’ AND 

‘body image’ OR ‘image, body’ OR ‘body dissatisfaction’ OR 

‘body image dissatisfaction’ OR ‘negative body image’였다

(Appendix 1).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국외 검색 시 사용한 

검색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 ‘사춘기’, ‘신체상', '신체이미

지', '신체불만족', '신체만족도' 등의 개념어를 넣어 검색하여 추출

하였다.

5. 문헌의 질 평가 방법

연구의 질 평가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연구들의 

누적 효과 크기를 산출하거나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권고

되며, Cochrane에서는 영역별 질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 평가를 통해 분석에 포함된 문헌들의 전반적 비뚤림 위험 정

도(overall risk of bias)를 판단한다[36,37].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과정을 거친 문헌 중 사전, 사후 측정 결과값이 제시

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메타분석에 포함시켰다. 메타분석은 

가장 질 높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의 

연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38] 본 연구의 문헌 선정 시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 외에 대조군이 있는 실험설계 연구를 포함

하여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의 질 평가는 같은 기

준으로 문헌 간 질적 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기 위해 코크

란 비뚤림 위험 도구(Revised Cochrane risk of bias for ran-

domized trials [RoB 2]) [39]를 이용하여 inention-to-treat 평

가를 하였다. RoB 2는 무작위 배정 과정, 의도한 중재로부터의 

이탈, 결측 자료, 결과 측정, 보고된 결과의 선택 등 5가지 항목

에 대한 비뚤림 위험과 연구의 전반적인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로 yes, probably yes, probably no, 
no, no information의 5단계로 평가하였고, 각 문항마다 평가한 

내용을 영역별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낮음(low), 불명확 또는 약

간의 위험(some concerns), 높음(high)의 3단계로 평가하였다. 

평가 진행은 하나의 문헌에 두 명의 연구자가 각 독립적으로 실

시하였고, 세 명의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논의 후 모든 항목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질 평가 결과를 도

출하였다.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구

를 통한 질 평가 외에 분석된 각각의 결과 지표별로 동질성 검증

과 하위 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 깔대기 그림(funnel plot)

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시

행하였다[40,41]. 

6. 자료 추출 방법 

체계적 문헌 분석을 위해 선정된 문헌의 특성은 PICO-SD를 

중심으로 사전에 연구자들이 정한 틀을 이용하여 연구자 Yun 

HJ, Seo K와 Han D가 독립적으로 내용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의 성별과 평균 연령, 
사후 평가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 수, 대상자 모집 장소와 프로그

램 제공 장소, 프로그램 제공자, 기반 건강 이론 등 중재 프로그

램의 주요 특성과 구성, 연구 설계, 연구의 결과, 그 효과의 지속 

정도 등을 추출하여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문헌의 중재 방

법과 결과에서 관찰된 것들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문헌에서 다수 

확인된 결과 지표 4개의 프로그램 제공 직후 측정된 값 중심으

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7. 메타분석 방법 

청소년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를 추정과 일반화를 

위해 양적 합성을 시도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0 (Biostat inc., Englewood, NJ,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평균적인 효과 크기(effect size)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random-effects model을 채택하였다. 

각각의 연구는 청소년기 중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각기 다

른 지역에서 수행되었고, 다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연구마다 같은 양과 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가정하

였다. 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한 분석 결과로 일반적인 청

소년에 대해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신체상을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문헌에서 측정된 신체

불만족, 신체존중감,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교정된 표준화한 효과 크기 비교 방법인 Hedges’s g 값을 이용

하여 대상자 수에 따른 가중치(weight)를 주고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

하였다. 또한 숲도표(forest plots)와 효과 크기 순으로 연구를 배

열하여(cumulative meta-analysis)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42]. 

효과 크기가 음의 값으로 표현된 경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지표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분석 지표별 각 집단의 사전, 사후의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대상자 수를 추출하

였다. 체계적 고찰 문헌 중 결과 값이 완전히 제시되지 않은 문헌

은 메타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와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를 함께 분석하였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각 문헌에

서 대상자 선택과 중재 내용 등을 연구자가 읽고 판단하였으며 

부가적으로 Higgins’ I 2 값도 함께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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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 75%에서 높은 이질성이 있다고 해석하며, 25% < I2 ≤ 75%에

서 중간 정도, I2 ≤ 25% 일 때 이질성이 낮다고 해석한다[39]. 출

판 비뚤림(publication bias)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깔대기 그림

을 그려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결과 값이 대칭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여 대칭 분포를 할 경우 출판 비뚤림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성별이나 연구 

설계 종류를 하위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8. 윤리적 고려

본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적 승인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청주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하여 심의를 면제받았다(1041107-202004-HR-004-01).

연구 결과

1. 문헌 선정 결과 

자료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총 

21편으로, 자료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검색 

전략을 통해 최종 1,477편이 검색되었는데, 국외 논문은 총 

1,175편으로, PubMed에서 421편, CINAHL에서 83편, Co-

chrane CENTRAL에서 313편, MEDLINE에서 97편, Psy-

cINFO에서 38편, EMBASE에서 223편이 검색되었다. 국내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논문은 총 302편으로, RISS에서 133편, 
KISS에서 55편, KMbase에서 15편, KoreaMed에서 23편, 
DBpia에서 76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중 727편의 중복논

문을 제외하였고, 중복문헌 제거 후에 남은 750편의 논문은 제

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60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1

차 선별된 60편의 논문은 원문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연구 대상

자의 연령 범위가 최대 19세를 벗어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정기

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 24편, 단순 질문이나 짧은 비디오 시청

만 포함되는 등 중재기준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 6편, 
연구 설계가 부합하지 않는 비실험 연구 3편과 프로토콜 연구 2

편, 출판언어가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연구 1편, 원문이 검색되

지 않는 논문 3편 등 39편을 제외한 21편(Appendix 2)을 2차적

으로 선별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21편의 논문 중 

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등 결과 값을 추출할 수 없거나 다른 

연구와 공통된 결과 지표를 가지지 않는 논문 6편을 제외하고 양

적 합성이 가능한 16편의 논문을 메타분석 하였다(Figure 1). 

2. 문헌의 질 평가 결과

메타분석에 최종 선정된 16편 문헌 각각의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대상자 무작위 배정 과정에서는 16편 

중 11편(68.8%)이 낮은 위험, 5편(31.2%)이 약간의 위험이 있다

고 평가되었다. 의도된 중재에서 편향됨에 대한 비뚤림 위험 정도

는 16편 중 9편(56.3%)이 낮은 위험, 7편(43.7%)이 약간의 위험

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결괏값의 누락에 있어 비뚤림 위험 정도

는 15편(93.8%)이 낮은 위험, 1편(6.2%)이 약간의 위험으로 평

가되었다. 결과 측정에서 비뚤림 위험 정도는 15편(93.8%)이 낮

은 위험, 1편(6.2%)이 약간의 위험으로 평가되었고 선택적 결과 

보고로 인한 비뚤림 위험은 16편 모두 낮은 위험으로 평가되었다. 

약간의 비뚤림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연구들은 한국에서 수행

된 연구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해당 논문들은 편의표집으로 대

상자를 모집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 수가 적은 소규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전반적으로 높은 비뚤림 위험이 보고된 연

구가 없고 선택 비뚤림을 줄이기 위해 결과 확인 가능한 모든 연

구의 결과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3. 포함된 문헌과 프로그램의 특성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해 분석한 연구는 총 21편, 참여 대상자 

수가 3,300명 이상으로, 2010년 이전에 출간된 논문이 8편

(38.1%),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가 13편

(61.9%)이었다. 연구 수행 국가는 호주 6편(28.6%), 미국 4편

(19.1%), 한국 4편(19.1%), 캐나다 2편(9.5%), 이스라엘 2편

(9.5%)이었다.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가 6편(28.6%),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연구가 14편(66.7%)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는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편(61.9%)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7편(33.3%), 남
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4.8%)이었다. 중재를 제공

한 환경은 학교가 19편(9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역

사회센터, 공부방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각 1편이었다(Table 1).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중재 방법을 살펴보면 교육이 16편

(76.2%)으로 가장 많았고, 토의가 12편(57.1%), 활동이 11편

(52.4%)이었다. 상담과 인터넷 기반 중재가 각각 2편(9.5%)이었

고, 기술코칭, 마음챙김, 모녀 대상의 가족 중재, 미술치료 등의 

중재방법이 있었다. 또한, 21편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은 하나 이상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

었다. 중재 내용은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영역

으로 분류되었고, 4가지 영역 중 3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연구는 

11편(52.4%)으로 가장 많았고, 4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연구도 3

편(14.3%)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살펴

보면 신체상,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영역이 19편

(9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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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Med (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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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not extract result value

(sample size, me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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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D1 = Randomisation process; D2 = Deviations from the intended interventions;  
D3 = Missing outcome data; D4 = Measurement of the outcome; D5 = Selection of the reported result.

Figure 2. Risk of bias graph.

Study ID

Agam-Bitton et al. (2018) [A1]

Buerger et al. (2019) [A3]

Barkhordari-Sharifabad et al. (2020) [A2]

Choi and Cho (2014) [A4]

Corning et al. (2010) [A5]

Cousineau et al. (2010) [A6]

Dunstan et al. (2017) [A7]

Golan et al. (2013) [A9]

Jung (2001) [A10]

Kim and Kim (2009) [A11]

Lee (2006) [A12]

O'Dea and Abraham (2000) [A15]

Santonastaso et al. (1999) [A18]

Richardson and Paxton (2010) [A16]

Richardson et al. (2009) [A17]

Steiner-Adair et al. (2002) [A19]

D1 D2 D3 D4 D5 Overall

Low risk

Some concerns

High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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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atic Review of the Programs for Improving Body Image (N = 21)

 Author (yr) Country 
Study 

design

Participants Program

Control 

group

Long 

term 

follow–

up

Outcomes
Number

Mean 

age or 

range, yr 

(gender) 

Setting

Imple-

mentation 

strategies

Component
Background 

theory 
Provider

Frequency/

time for 

session/

duration

Agam-Bitton 

et al. (2018) 

[A1]

Israel Cluster 

RCT

Exp.: 150

Con.: 77

13.3~ 

14.3 

(girls)

School Act, Dc Ps: SE, BI 

SC: ML 

N/A Experts group 9/90 min/ 

9 wk 

Wait-list 3 mo BD, BE, DT, SE, 

ML, socio-

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arkhordari-

Sharifabad  

et al. (2020) 

[A2]

Iran NRT Exp.: 30

Con.: 30

11~13 

(girls)

School Edu Ph: puberty 

health 

HBM Researcher 8/45 min/ 

1 mo

Traditional 

lecture

None BI, students’ 

self-attitude

Buerger et al. 

(2019 ) [A3]

Germany Cluster

RCT

Exp.: 498

Con.: 682

12~15 

(girls & 

boys)

School Edu, Dc, 

skills Coa, 

mind-

fulness

Ps: body self-

awareness, 

negative 

emotions  

IR: interpersonal 

conflicts

SC: mass media   

N/A Psycho logists, 

teachers

5/90 min/ 

5 wk

Universal 

prevention 

program 

for stress

12 mo BD, DT, BI 

avoidance, 

bulimia,  

ineffectiveness, 

perfectionism,

interoceptive 

awareness 

Choi and cho 

(2014) [A4]

Korea NRT  Exp.: 15

Con.: 10

13 (girls) School Edu Ps: SE, BI, 

IR: family 

communication, 

peer 

relationships 

SC: school culture

Eco-system 

theory

Education 

expert in the 

community

10/90~100 

min/8 wk

N/A None BE, SE, 

relationship, 

communication 

with family, 

satisfaction to 

school

Corning et al. 

(2010) [A5]

USA NRT  Exp.: 15

Con.: 16

13.2 

(girls)

Univer-

sity labs

Edu, Act, 

Dc, family 

therapy

Ph: weight, 

eating

Ps: body shape 

IR: interaction, 

communication

SC: media image

HBM Psychologist 

or doctoral 

students

4/90 min/ 

4 wk

Wait-list 3 mo BD, DT, Maternal 

pressure to be 

thin

Cousineau et 

al. (2010) 

[A6]

USA RCT Exp.: 92

Con.: 98

11.7 

(girls & 

boys)

School’s 

com-

puter 

labs 

Edu, Act, 

IT

Ph: puberty, 

nutrition, 

physical activity 

Ps: SE 

IR: peer relations 

N/A Research 

assistants

3/60 min/ 

3 mo

“Attention 

control” 

science 

websites  

3 mo BE, SE, Pubertal 

status & 

knowledge 

Dunstan et 

al. (2017) 

[A7]

Australia NRT Exp.: 147

Con.: 53

12.7 

(girls)

School Edu, Act, 

Dc

Ps: BI 

IR: peer 

communication 

SC: media images 

N/A Psychology 

research 

assistants

6/N/A/6 wk N/A 6 mo BD, SE, AC, 

dietary 

restraint, 

internalization 

of thin ideal, 

weight-

related teasing, 

appearance 

conversations 

Franko et al. 

(2013) [A8]

USA RCT Total 125 15.2  

(girls & 

boys)

School’s 

com-

puter 

labs 

Edu, Act, 

IT

Ph: eating, 

physical activity  

Ps: BI, SE, stress 

HBM, TPB, 

TTM

Researcher, 

teachers

4/45 min/ 

4~6wk

Usual 

health 

curriculum

3 mo BE, BD, AC, 

appearan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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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 (yr) Country 
Study 

design

Participants Program

Control 

group

Long 

term 

follow–

up

Outcomes
Number

Mean 

age or 

range, yr 

(gender) 

Setting

Imple-

mentation 

strategies

Component
Background 

theory 
Provider

Frequency/

time for 

session/

duration

Golan et al. 

(2013) [A9]

Israel NRT Exp.:210

Con.: 49

12~14 

(girls & 

boys)

School Edu, Act, 

Dc

SC: coping 

strategies to 

media 

N/A Teachers,  

counselors 

and master 

students 

8/90 min/ 

8 wk

N/A 3 mo SE, EAB, DT, BD, 

Pressure by 

media, others’ 

approval and 

appearance

Jung (2001) 

[A10]

Korea NRT Exp.: 27

Con.: 32

16 (girls) School CS Ps: BI Model for 

body-image 

care

Teachers 8/120 

min/4 wk

N/A None BS, depression

Kim and Kim 

(2009) [A11]

Korea NRT Exp.: 12

Con.: 12

16~17 

(girls)

School CS Ps: BI, meaning 

of life  

N/A Researcher 9/120 

min/9 wk

N/A 1 mo BS, BE, SE

Lee (2006) 

[A12]

Korea NRT  Exp.: 8

Con.: 8

13~15 

(girls & 

boys)

Study 

center

Art 

therapy

Ps: BI, map of life  N/A Art therapy 

expert 

12/100 

min/12 wk

N/A None BS, BE, ego-

identity

McCabe  

et al.

(2010) [A13]

Australia NRT Exp.: 147

Con.: 124

Exp.: 

13.0

Con.: 

13.2 

(boys)

School Edu Ps: BI, coping 

skills 

IR: 

communication 

skills 

SC: social skills

N/A Research 

assistant

5/60 min/ 

5 wk

Wait-list 3, 6, 12 

mo

BI, SE, DT, 

body change 

strategies, 

negative 

affect,  media 

influences, peer 

popularity

McVey et al.  

(2004) 

[A14]

Canada NRT  Exp.: 182

Con.: 76

11.2 

(girls)

School Edu, Dc, 

Act 

Ph: healthy living

Ps: SE, BI, stress  

IR: relationships 

SC: media 

influences

N/A Researcher 6/50 min/ 

6 wk

N/A 6, 12 

mo

BS, SE, EAB, 

perfectionism 

O'Dea and 

Abraham 

(2000) 

[A15]

Australia NRT  Exp.: 275

Con.: 195

11.1~ 

14.5 

(girls & 

boys)

School Edu Ps: stress, SE, 

self-image 

IR: relationship 

skills, 

communication 

skills 

SC: stereotypes in 

our society 

Edu 

theories of 

cooperative, 

interactive, 

and student 

centered 

learning 

Teachers 9/50~80 

min/9 wk 

Scheduled 

personal 

develop-

ment and 

health 

class

3, 12 

mo

BD, DT, physical 

appearance 

rating, anthro-

pomorphic 

change, self-

concept, 

current 

weight losing 

behaviors, 

anxiety, 

depression

Richard son 

and Paxton 

(2010) 

[A16]

Australia NRT  Exp.: 104

Con.: 90

12.4 

(girls)

School Edu, Dc, 

Act 

Ps: BI 

IR: conversations

SC: ML

N/A Researcher 3/50 min/

N/A

N/A 3 mo  BI, SE, 

Intervention 

topic 

knowledge, risk 

factors BD,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Richard son 

et al. (2009) 

[A17]

Australia NRT  Exp.: 147

Con.: 130

12.8  

(girls & 

boys)

School Edu, Dc, 

Act

Ps: BI, SE 

IR: peer 

communication

SC: ML  

N/A Researchers 4/50 min/ 

4 wk

Usual 

classes

3 mo BI, ML, risk 

factors for BD, 

eating disorder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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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등 사회문화적 영역이 14편(66.7%)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

통, 가족이나 또래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영역이 11편(52.4%)이

었고, 사춘기, 건강, 식이, 신체활동 등 신체적 영역이 9편(42.9%) 

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 

중재 회기는 최소 3회기에서 최대 12회기까지 진행되었으며, 
8~9회기가 8편(38.1%)으로 가장 많았고, 3~4회기가 7편

(33.3%), 5~6회기가 4편(19.1%), 10~12회기가 2편(9.5%)이었

다. 중재기간은 4주에서 6개월로 다양하였으며, 4~6주인 경우가 

8편(38.1%)으로 가장 많았고, 8~10주인 경우가 6편(28.6%), 3
개월 이상인 경우가 5편(23.8%), 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2

편(9.5%)이었다. 한 회기당 소요시간은 30~180분으로 다양하였

고, 30~60분인 경우가 7편(33.3%), 90~100분이 6편(28.6%), 
120분 이상이 4편(19.1%), 회기별 소요시간이 45~90분으로 각

기 다른 경우가 3편(14.3%),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1편(4.8%)이

었다(Table 1). 

그 외 중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건강신념모형이 3편(14.3%)

으로 가장 많았고, 생태체계이론, 신체상 간호모형, 임파워먼트

모형, 계획된 행위이론, 범이론적 행동변화단계이론, 사회문화적 

관점과 발달이론, 교육이론 등이 중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되

었다(Table 1). 프로그램 제공자는 교사인 경우가 7편(33.3%)으

Table 1. Continued

 Author (yr) Country 
Study 

design

Participants Program

Control 

group

Long 

term 

follow–

up

Outcomes
Number

Mean 

age or 

range, yr 

(gender) 

Setting

Imple-

mentation 

strategies

Component
Background 

theory 
Provider

Frequency/

time for 

session/

duration

Santona staso  

et al. (1999) 

[A18]

Italy NRT Exp.: 107

Con.: 134

16.1 

(girls)

Voca-

tional 

training 

school

Edu, Dc Ph: puberty, 

eating disorder 

Ps: BI, SE, coping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 pressure to 

thinness 

N/A Psychiatrists,  

psychologist

4/120 

min/4 wk

N/A 12 mo EAB, DT, BD, 

bulimia, 

interoceptive 

awareness, 

ineffectiveness, 

maturity fears, 

perfectionism, 

interpersonal 

distrust

Steiner-Adair 

et al. (2002) 

[A19]

USA NRT Exp.: 213

Con.: 198

12.4 

(girls)

School Edu, Dc, 

Act 

Ph: puberty, 

nutrition, dieting 

Ps: BI, coping skill

SC: ML   

N/A Teachers, 

nurses, 

guidance 

counselors

8/45~90 

min/ 8~15 

wk

N/A 6 mo Weight-related 

BE, Knowledge,  

eating related 

behaviors

Sundgot-

Borgen et 

al. (2019) 

[A20]

Norway Cluster 

RCT

Exp.: 802

Con.: 388

16.8  

(girls & 

boys)

School Edu, Dc Ph: lifestyle-

exercise, diet, 

sleep 

Ps: BI 

SC: ML 

SC 

perspective/

develop-

mental 

theory of 

embodiment

N/A 3/90 min/ 

3 mo

N/A 3, 12 

mo

Positive 

embodiment, 

HQOL

Tirlea et 

al. (2016) 

[A21]

Australia Cluster 

RCT 

Exp.: 43

Con.: 68

12 (girls) School, 

com-

munity 

health 

center

Act, Dc Ph: eating, 

physical activity 

Ps: BI, SE, 

confidence, 

healthy mind 

IR: connections

Empower-

ment model

N/A 8/180 

min/10 wk

Wait-list 3, 6 mo  BS, SE, 

impairment 

induced 

by eating 

disorders, 

dieting 

behaviors, self-

efficacy

AC = Appearance comparison; Act = Activity; BD = Body dissatisfaction; BE = Body-esteem; BI = Body image; BS = Body satisfaction; Coa = 
Coaching; Con. = Control group; CS = Counselling; Dc = Discussion; DT = Drive for thinness; EAB =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 Edu = Education; 
Exp. = Experimental group; HBM = Health belief model; HQOL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R = Interpersonal relationship; IT = Internet based; 
ML = Media literacy; N/A = Not available; NRT = Non randomized trial; Ph = Physical; Ps = Psychological;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C = 
Socio-cultural; SE = Self-esteem; 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 TTM = Trans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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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심리학자,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이 있었다. 사후조사는 중재 제공 후 1개월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중재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17편(81.0%)으로 가장 많았다. 

결과변수는 신체상, 불안, 우울, 삶의 질 등의 심리적 변수, 사
춘기, 식이 및 체중 관련 행위 등의 건강행위 변수, 미디어 리터

러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나 압박, 의사소통 등의 사회

적 변수 등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신체불만

족, 신체존중감 등 신체상 관련 변수가 연구 전체에서 결과변수

로 사용되고 있었다(Table 1). 연구에서 신체상 관련 변수를 측

정한 도구는 2가지 이상 사용되거나 하위척도가 사용되는 경우

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Eating Disorder Inventory (EDI)가 11편

(52.4%), Body 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BESAA)가 8편(38.1%), Multidimensional Body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가 2편(9.5%)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4. 청소년 대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된 문헌 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변수로 가

장 많이 사용된 지표로는 신체불만족 8편, 신체만족도 7편, 신체

존중감 6편, 마르고 싶은 욕구 6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나 삶의 질 등이 측정되었

으나, 그 수가 적어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신체상과 관련된 결과 지표인 신체불

만족, 신체만족도, 신체존중감,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효과

를 각각 확인하였다. 

1)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를 결과 변수로 포함한 연구는 

7편이었고 성별을 구분하여 결과 값을 제시한 1편의 연구가 있어 

총 8개의 연구 결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대상자 수는 1,041명이었으며, 추정된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random effect model에서 Hedges’s g = 0.56 (p = .001)로, 평
균적으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받은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점

수의 표준편차 0.56만큼 높았다. 이는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점의 차이를 의미하며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보통 정도이다. 

효과 크기의 95% CI는 0.23~0.89로 나타났다(Figure 3A). 이 

결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신체만족도를 평균적으로 증가

시키며, 대상 집단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보통 또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효과 크기가 0이

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Z = 3.31, p = .001). 이로써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받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신체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분석된 연구들의 이질성 정도는 I 2 = 81.5% (Q = 37.84, 
df = 7, p < .001)로 문헌의 이질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분석 문

헌 개수가 10개가 넘지 않아 funnel plot으로 출판 비뚤림 정도

를 판단할 수 없었다. 민감도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모두 비동등

성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였고 funnel plot 상에서 표준 오차가 큰 

연구 세 개를 제거 후에 I2 = 0.0% (Q = 2.24, p = .690)로 변화

되었고, 남은 5개 연구의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fixed effect 

model과 random effect model 모두 Hedges’s g = 0.21 (95% 

CI = 0.08~0.34)로 감소하였다. 

2)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효과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을 결과 변수로 포함한 연구

는 총 8편이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결과 값을 보고한 연구가 2

편이 있어, 총 10개의 결과를 메타분석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대상자 수는 2,820명이었으며,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청소

년의 신체불만족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random effect 

model에서 Hedges’s g = - 0.15 (p < .001)로, 평균적으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점수는 그렇지 않

은 청소년에 비해 10점 만점에 1.5점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은 - 0.23~- 0.08, Z = - 3.90 

(p < .001)으로 이었다(Figure 3B). 

분석된 연구들의 이질성 정도는 I2 = 0.0% (Q = 7.49, df = 9, 
p = .587)로 낮았다. funnel plot으로 보았을 때 문헌들은 대체로 

대칭적으로 분포하여 출판 비뚤림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나 문헌

의 개수가 많지 않아 해석이 제한되어 대상자 성별과 연구 설계

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6개의 연구에서 Hedges’s g = - 0.15 (95% CI = - 0.28~- 0.01)

이었고, 남녀 학생 함께 모아서 중재한 3개의 연구의 Hedges’s 

g = - 0.16 (95% CI = - 0.25~- 0.06)로 확인되었다. 3개의 무작

위 대조군 실험설계의 연구의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Hedges’s 

g = - 0.11 (95% CI = - 0.21~0.00), 7개의 비동등성 대조군 실

험설계의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Hedges’s g = - 0.19 (95% 

CI = - 0.30~- 0.09)로 추정되었다. 

3)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신체존중감(body esteem)을 결과 변수로 포함한 연구는 총 6

편이었으나 신체존중감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결과 값을 제시

한 경우가 있어 총 12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였다. 가중치 변질

을 예방하기 위해 하위 분석 값을 채택한 연구의 경우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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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f body image improvement programs. (A)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body satisfaction.  
(B)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body dissatisfaction. (C)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body-esteeem.  

(D)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body-esteem according to study design. (E)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drive for thinness.  
(F)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n drive for thinness according to stud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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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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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3로 배정하고 분석(unit of analysis)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대상자 수는 820명이었으며, 추정된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Hedges’s g = 0.33 (p  = .040)이었다. 95% 신뢰구간은 

0.02~0.64, Z = 2.06 (p = 0.04)로 프로그램 제공 후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이 평균적으로 10점 만점에 3.3점 증가되었고, 작은 

또는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로 추정한다(Figure 3C). 

연구들의 이질성 검증 결과 I2 = 77.2% (Q = 48.27, df = 11, 
p < .001)로 높았고, funnel plot으로 보았을 때 문헌들은 대체로 

대칭적으로 분포하여 출판 비뚤림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나 문헌

의 개수가 많지 않아 해석이 제한된다. Funnel plot으로 확인 시 

대상자수가 적은 연구 1편이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민

감도 검증을 위해 해당 문헌을 삭제 후 효과 크기를 다시 분석하

였을 때, Hedges’s g = 0.16 (95% CI = 0.03~0.31)이었고, 
I2 = 26.8%로 감소되었다. 성별과 연구 설계에 따른 하위그룹 분

석 시, 남녀를 모아서 중재한 4개의 연구의 효과 크기는 Hedg-

es’s g = 0.14 (95% CI = - 0.14~0.4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중재한 8개의 효과 크기는 Hedges’s 

g = 0.23 (95% CI = 0.07~0.39)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

동등성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 6편의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Hedges’s g = 0.39,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6편의 효과 크기 

Hedges’s g = - 0.04로 차이를 보였다(Figure 3D). 결과적으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신체존중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에 근거가 부족하다. 

4)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효과 

마르고 싶은 욕구(drive for thinness)를 결과 변수로 포함한 

연구는 6편이었으나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 값을 제시

한 경우가 있어 총 7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대상자 수는 2,408명이었으며, 추정된 평균적인 효과 

크기는 Hedges’s g = - 0.13 (p = .028)로 작은 정도의 효과가 있

었다. 신뢰구간은 - 0.25~- 0.01로 Z = - 2.20 (p = .028)으로 신

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마르

고 싶은 욕구는 평균적으로 1.3점 감소되었다(Figure 3E). 

분석된 연구들의 이질성 정도는 I2 = 29.8% (Q = 8.55, df = 6, 
p = .200)로 보통 정도의 이질성을 보였다. 분석 문헌 개수가 10

개가 넘지 않아 funnel plot으로 출판 비뚤림 정도를 판단할 수 

없었다. 연구의 질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 1편의 연구를 제거 후 

I2 = 0.0%로 감소되었고, 효과 크기도 Hedges’s g = - 0.09로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하위 집단 분석에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중

재한 경우 Hedges’s g = - 0.03 (95% CI = - 0.23~0.18)이었고, 
남녀 학생을 함께 모아 중재한 연구 4편의 Hedges’s g = - 0.14 

(95% CI = - 0.23~- 0.05)로 하위 집단 분석에서 효과 차이가 

있었다. 연구 설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비동등성 대조

군 실험설계 그룹에서 Hedges’s g = - 0.15 (95% CI = - 0.29~- 0.02)

로 효과 크기 차이가 있으나,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 그룹에서 

Hedges’s g = - 0.10 (95% CI = - 0.21~0.00) 으로 0점을 포함

하는 신뢰구간이 있어(Figure 3F),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마

르고 싶은 욕구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강한 근거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논    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루

어졌다.

중재에 참여한 대상자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만 참여한 연구

가 13편, 남녀 청소년 모두 참여한 연구 7편, 남자 청소년만 참여

한 연구가 1편으로, 여자 청소년만 참여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 중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빠르고 급격한 이차성

징 시기를 겪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외모 평가에 더 민감하게 노

출되는 현상으로 인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부정적 신체상

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43]. 본 연구에서 여학생만을 대상으

로 중재한 경우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변수별 효과 크

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신체존중감은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유의하게 컸고, 신체불만족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마르고 

싶은 욕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커 성별 구성에 따

른 중재효과의 차이를 명백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학교 기반 

신체상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31]에서는 신체

상 향상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 남녀 청소년을 동시에 중재

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고, 성별을 분리하여 각각 진행한 연구

에서 더 효과적이었으며, 남녀 학생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남학생에서만 신체상 증진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 학교 기

반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14]에서는 남녀 동시에 시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남녀 성별에 따른 중재 

효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추후 좀 더 많은 비

교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 신체상은 청

소년의 심리발달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43] 청소년의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남녀 청

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녀공학에서 진행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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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기반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신체상은 개인의 생각, 정서, 생리 등의 내적 체계와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의 외적 체계가 협력적으로 영향을 받고 

조절하는 상호 호환 과정인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다[44]. 따라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들의 구체적인 중재 

내용에서는 신체상, 자아존중감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영역이 

1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

미지 등의 사회문화적 영역이 14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

게 청소년 대상 학교 기반 신체상 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들[14,31]에서도 신체상 증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콘텐츠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 이 중 자아존중감 접근 방식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감과 효능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며 자신의 강

점을 확인하도록 돕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14] 청

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 신체상 증진을 도

모하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특히 미디어의 이용 능력을 의미하

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행연구[31]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디지털화된 이미지나 비정상적인 모델

의 모습과 같이 미디어의 측면들이 어떻게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을 영속화시키는지에 대해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14]. 청소년

들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45]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는 신체상과 관련된 메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방법은 청소년 

대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중재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양적 평가만 이루어졌으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조합과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국외 프로그램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문화적 내용 등의 외적 

요인이 포함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국내 프로그램에서

는 1편을 제외하고 3편 모두 신체상과 관련된 심리적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 문화를 비교한 연구[46]에서 미국 

여성들은 객관적인 신체 특성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신체존중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여성들

은 날씬함과 같이 타인이 평가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특성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47]에서 가족, 친
구, 미디어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외모에 대한 내재화, 인식, 압박

이 신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

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서는 심

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가족, 또래, 미디어 등의 대인관

계나 사회문화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을 포함하여 청소

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신체에 

대해 주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된 이론은 건강신념모형을 비롯하여 건

강행위 변화이론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이 이론들은 건강한 신

체상을 갖고 건강한 식이 섭취 행동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현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청소년의 신체상의 정립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에서 영향을 받는 만큼[44], 청소년이라는 특성과 통합적 중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이론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재 방법으로 교육, 토의, 활동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기술코칭, 마음챙김, 가족중재, 미술치료 등

의 방법들도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중재 방법들은 신

체상의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해야 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에서 각

각의 주제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온전히 강의 식의 접근보다는 상호작용적 콘텐

츠 구성이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추천되는 접근 방식으로[14]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에서도 교육과 토의, 인터넷 기반 교육 등

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중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된 문헌에서 인터넷 기반 중재 연구[25,26]의 경우 대상자는 원

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참여하게 하

였는데, 이러한 인터넷 기반 중재는 최근의 전세계적 팬더믹 상

황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청소년들을 위한 비대면 중

재로 그 활용도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48]. 

연구 분석에 포함된 문헌에서 중재 제공은 주로 연구자와 선생

님이 많았는데, 이는 학교 기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14]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학교 안의 있

는 또래 리더나, 선생님, 보건 교사, 상담사 등의 인력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을 제안한다[14]. 프로그램 제공은 최소 3회부터 12회

기까지 나타났으며, 대부분 4~8주 동안 진행되었다. 회기별 중재 

시간은 30~60분으로 대부분 100분을 넘지 않았고, 회기별 중재 

방법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22]. 3~12개월 장

기 추적 평가를 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사후 평가와 동일한 

지표를 평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지표만을 추적 관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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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 지표가 일치되지 않아 프로

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신체상 증진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효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

다. 

연구 결과, 선정된 문헌의 60% 이상은 2010년 이후에 출판되

었고, 국내 문헌 4편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문헌이 포함되었

으며, 중재가 제공된 환경이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개별 중재보다 집단 형태로 중재가 제공되면서 학생을 학교에 모

아놓고 등교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이 외에 지역사회센터나 공부방 등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연

구들도 있어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도 

중재 세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 연구

의 경우 대상자 수가 10명 내외로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고 무작

위 대조군 실험 연구가 없었다. 추후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 반영

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분한 대상자 수를 확보

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 

설계는 전체의 30% 미만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별 중재가 

가능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설계를 선

택한 경우는 대면으로 집단에게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38]. 유럽과 호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단위 

연구의 경우 클러스터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로 진행되었는데

[A1,A3,A20,A21], 한국에서도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에서 순수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가 불가한 경우에 이러한 연

구 설계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신

체만족도, 신체불만족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수들 중 신체만족도가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

였고, 신체불만족은 작거나 중간 정도 효과 크기를 보였으며, 나
머지 변수들은 연구 설계 방법에 따른 출판 비뚤림이 있어 중재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신체상 

자체가 자기인식, 정서, 태도, 행동적 측면이 복합된 다차원적인 

것이며[1] 개인의 내적 체계와 외적 체계가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형성되는 총체적 특성을 지닌 것이

므로[44], 단기간의 중재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개

인의 내외적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중

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된 측정변수 및 도구의 측면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는 모두 신체상 관련 측정도

구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신체만족도와 

실제 신체와 이상적 신체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신체불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

념으로[29,30],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신체만족도와 

신체불만족이 신체상 관련 측정을 위한 결과변수로 주로 사용되

었다. 이는 학교 기반 신체상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

[31]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들에서 신체만

족도, 신체불만족, 신체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

된 BESAA, EDI와 MBSRQ의 하위척도 도구들은 신체상 측정 

도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32]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8개 측정도구에 포함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선정된 도구들이다. 이는 본 중재 연구들이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적

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체존중감은 외모에 대한 

일반적 감정, 체중만족도, 신체나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등으로 구성된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를 의미하는 개

념[49,50]으로, 국내 연구에서 신체만족도 측정을 위해 신체존중

감 도구를 사용하는 등[51,52] 신체만족도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49,50].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하

나의 요소로 신체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49,50]이므로 추후 연구에서 신체만족도와 구별되는 적절한 도

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신체나 

외모에 대한 인지적 또는 정서적 평가 외에 신체상의 다차원적 

개념에서 지각적, 행동적 요소[53]를 모두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

다.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통합적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방

향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

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체계적 문헌 고찰에 포함된 논문의 

언어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연구에 포함

된 국가 및 문화적 편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

째, 메타분석에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

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건강행위나 심리사회적 변수들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외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신체

상 관련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내용과 중

재 방법, 결과변수 선정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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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연구

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이 신체상 관련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체계적 분석 결과, 청소

년을 위한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신체적, 심리적, 대
인관계, 사회문화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건강신

념모형 등의 건강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교육과 토의, 인
터넷 기반 방법으로 교사와 연구자를 통해 제공되었다. 주로 검

증된 결과 지표는 신체상과 관련된 신체불만족, 신체만족도, 신
체존중감, 마르고 싶은 욕구이었다. 메타분석을 통해 신체상 증

진 프로그램이 신체상 관련 결과변수인 신체만족도를 증가시키

고, 신체불만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신체상의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 관련 결과의 효과만을 확인하

였으므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

적 변수나 건강행위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에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

한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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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arch Strategy to Identify Relevant Trials from PubMed

1.  ("adolescences"[All Fields] OR "adolescency"[All Fields] OR "adolescent"[MeSH Terms] OR "adolescence"[All Fields] OR 

"adolescents"[All Fields] OR "adolescents"[All Fields] OR "teenage"[All Fields] OR "teenager"[All Fields] OR "teenagers"[All 

Fields] OR "teenaged"[All Fields] OR "teenages"[All Fields])

2.  (("body image"[MeSH Terms] OR ("body"[All Fields] AND "image"[All Fields]) OR "body dissatisfaction"[MeSH Terms] OR 

("body"[All Fields] AND "dissatisfaction"[All Fields]) OR ("body"[All Fields] AND "image"[All Fields] AND "dissatisfac-

tion"[All Fields]) OR "body image dissatisfaction"[All Fields] OR ("negative"[All Fields] AND "body"[All Fields] AND "im-

age"[All Fields]) OR "negative body image"[All Fields])) AND ((clinicaltrial[Filter]) AND (fft[Filter]) AND (english[Filter]))

3.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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