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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이 서구화되고 좌식활동이 증가됨으로써 비만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비만,

이 증가하고 있다안부호 문형남 서울( , 1978; , 1992).

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 빈도를 살펴보면 남아는· · ,

년 이던 것이 년에는 로 여아는1984 9% 1994 19% , 7%

에서 로 년만에 배 이상 증가되었고 년에16% 10 2 , 1996

는 남아의 여아의 가 비만아동이라고 한19.7%, 15.3%

다 이동환 과거에는 비만을 성인에게 국한된 문( , 1996).

제로 여겼으나 근래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있,

어서도 큰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선희( , 1991).

학령기 및 사춘기의 비만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확률이 높고 과체중이나 비만아의 약 가 성인 비만, 80%

증으로 연결되며 성인비만 환자의 약 가 학령기 때30%

부터 과체중이었다고 한다 또한(Knittle et al, 1981).

청소년의 비만은 체내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고 합

병증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 , , ,

지방간 등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문경래와 박영봉( , 1993).

비만증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만한 기질적인 질환을 찾

아볼 수 없는 소위 단순성 비만증(exogenous obesity)

이며 어떤 특수 질환이 있어서 오는 증후성 비만증,

은 드물다 단순성 비만증의 요(endogenous obesity) .

인은 유전적 요인 에너지 불균형섭취 소비 대사과정, ( , ),

운동부족 정서장애 등 여러 요인에 관계하고 있으며 근,

본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의 이상에 의해 발생된다홍창의( ,

는 비만의 발생요1994). Diez and Gortmaker(1986)

인으로 식생활의 변화 운동부족 시청과도 관련이 있, , TV

다고 하였으며 정명숙 등 은 연령 출생순위 야, (1995) , ,

채선호 여부 등이 관련 요인이라고 하였다.

성인의 경우 비만증은 하나의 단독된 질환으로 취급되

어 그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나 청소

년 비만증은 그 빈도가 증가함에도 관심이 부족한 실정

이다 또한 청소년 비만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행동수. ,

정과 같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 또한 정미영 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1996)

기에 형성된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지속

된다고 하였으며 한번 형성된 것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나쁜 식생활태도와 식습관이 성인기까.

지 지속될 경우 비만과 각종질병을 유발시켜 인간생활에

불행과 빈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만.

청소년은 정상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높다고 하였으며김(

애리 특히 다이어트에 실패하여 체중이 다시 증, 1993),

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무력감으로 우울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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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McCarthy, 1989).

따라서 청소년이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청소년 체중 조절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만 청소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만 청소년의.

성격특성이나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는 몇 편신 철( ,

이윤영 대부분이 비만청소년과 정상청소1992; , 1998)

년을 비교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행동특성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문헌을

찾아보았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몇 편박과, (

박 주현옥 밖에 없, 1995; Trost et.al.,1996; , 1997)

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

생활 태도 식습관 및 우울감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

위한 체중조절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및 우울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비만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1) .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및2) ,

우울감을 알아본다.

용어의 정의3.

비만1)

비만 또는 과영양이란 에 비하여 상lean body mass

대적으로 피하지방조직 및 기타조직에 지방이 과잉축적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Barness et. al.,1981),

에서는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체중을 이용한 비

만도 이상을 비만으로 하였다20% .

비만도(%)=

식생활 태도2)

식생활 태도는 개체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

지의 공급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

한 식품섭취에 관계되는 모든 생활활동을 위한 정신적인

준비상태를 말한다박현서 등( , 1997).

본 연구에서는 과 강명희Born et. al.(1983) (1992)

등에 의해 사용된 조사문항을 김현아 가 수정 보(1995) ,

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식습관3)

식습관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이며,

어느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식생활의 내용( ,谷

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기열 등, 49 ) , (1980)

이 개발한 것을 김현아 가 수정 보와한 평정척도(1995) ,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우울감4)

인간의 정서적인 기분변화로 병적인 상태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 , , ,

서상태를 의미한다지제근( , 1998).

본 연구에서는 의 자가평가 우울도구Beck(1979)

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B.I.D.) .

Ⅱ 문헌 고찰.

청소년 비만1.

청소년기는 의존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

도기적 시기로 차 성징의 출현과 함께 급속한 신체적2

성장이 이루어지며 인지와 도덕성 발달 인격발달 사회, ,

적 인간관계 형성 종교와 가치관의 수립 및 정서적 성,

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다김소야자( ,

신체 성장의 변화와 성적인 성숙으로 신체상과1987).

자아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되며 나는 무엇이,

며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히 생

각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자신 고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김수지 노춘희 이 시기에 정체감이 형성( , , 1990).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절망하고 방황하며 불안과 스,

트레스를 겪게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해,

소하려는 경향이 많고 과식하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의 비

만 발생은 증가하게 된다김성일( , 1993).

비만은 가장 흔한 영양장애의 하나로 근육이나 골격

등을 제외한 체조직의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정상범위

보다 증가되어 축적된 상태로 특히 영아기 학령 전기,

및 청소년기에 그 발생률이 높으며 우리나라에도 최근들

어 점차 증가되고 있다김귀분 유호성 나창수( , 1990; ,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100



- 20 -

이동환 조규범 등1985; , 1996; , 1990).

비만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조직의 형태,

에 따라 지방세포 증식형과 지방세포 비대형 및 혼합형

으로 지방조직의 체내 분포에 의한 분류에 따라 상반신,

비만과 하반신 비만 내장 비만형 및 피하 지방형 비만,

으로 또한 비만 시작 연령에 따라 소아비만과 성인 비,

만으로 분류된다 또한(Taylor & Stunkard, 1993).

비만은 단순성 비만과 증후성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성 비만은 특정한 기초 질환이 없이 일어나는 비만

으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많이 섭취하거나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운동부족에 기인하여

에너지의 불균형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잉으로 축적된다, .

한편 증후성 비만은 신체에 비만을 초래하는 확실한 원

인이 있어 병에 의하여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소아내분비학회 증후성 비만은 중추성 비만( , 1996). ,

내분비성 비만 유전성 비만으로 나눌 수 있고 증후성, ,

비만은 뇌에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장애가 있어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식욕중추가 과잉작용을 하

든지 포만을 느끼는 중추가 작용하지 않아서 비만이 된,

다 소아 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단순성 비만이 이. , 99%

며 증후성 비만은 미만이다소아내분비학회, 1% ( ,

1996).

비만증의 원인은 부적절한 식습관 식생활태도 유전, ,

적 소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운동부족 내분비질환 심, · , , ,

리적인 정서장애 등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창의( , 1995).

유전적 요인이 비만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비만이 가족성으로 집중 발생한다는 사실과 일란성

쌍생아 및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알려

져 있다 양쪽 부모가 비만할 경우 한쪽 부모가 비만하.

지 않는 경우보다 그 자녀들에게서 비만이 될 위험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 비.

만이 아닌 부모를 둔 경우보다 배의 비만 위험률을2-3

갖는다고 하며 가족 구성원중 비만이 있는 가정에서 자

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배 가량 비만10

발생율이 높았다고 한다(Gran & Clarke, 1976).

환경적 인자는 식생활 태도 식습관 신체활동의 감, ,

소 가족요인을 들 수 있는데 가족요인은 경제적 수준, ,

부모교육 수준 가족수 등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Deitz

& Gortmaker, 1984).

비만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체지방량을 직접 측정하는

법과 간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

로는 수중 밀도법 체내 총(Under water Weighting),

수분량에 의한 측정 및 체내 칼륨량에 의한 측정 등이

있고 간접 측정법으로는 피부주름 두께 측정, (Skinfolds

체격지수 이상체중Thickness), (Body Mass Index),

상대체중(Ideal Body Weight), (Relative Body

초음파법 전산단층촬영 등의 방법들이 있다Weight), ,

박지희 등 체격지수로는( , 1992). Rohrer, Broca,

및 지수 등이 많이 이용된다Kaup, Quetlet ponderl

경난호 이러한( , 1986; Diet & Sortmaker, 1984).

비만 측정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있어 연령 성별, , ,

체격에 따라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조사대상에게 적합

한 지수를 사용하여 비만을 판정 해야한다(Dietz,

실제 집단검진과 임상에서 비만을 진단하는데는1987).

삼두박근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신장별 표준 체중에 대한

비교 체중을 계산하여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문경래( , 1993).

비만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더라

도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증이 될 확률이 높고 성인에서

와 같이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임상, , ,

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이미 체지방 세포수가 증가된,

상태여서 정상체중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만성 퇴행성 질

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거나 흔히 심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아 및 청소년 비만의 예방과 조기

치료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유호성 등 하명( , 1985;

주 등 이홍규 등, 1985; , 1990; Knittle et. al.,

1981; Garcia et. al., 1989; Story & Alton,

1991; Kingasa et. al., 1991).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비만 청소

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성인비만으로 이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성 비만으로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당,

뇨병 등과 같이 성인병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년기

비만을 관리하여 성인병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이다.

비만과 식생활태도 및 식습관2.

식습관이나 식생활 태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

전통적인 관습 종교 지역적 특성 부모 교육수준 대, , , , ,

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문수재 형성( , 1989),

된 식습관은 장기간에 걸친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

교육을 통하여 육성된다정미영 영양실천에서(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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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올바른 식습관김기남등( ,

인데 식습관의 일반적 요인으로는 각 가정의 경제1976)

수준과 전통적인 관습 종교 가족간의 영향 교육수준, , ,

및 문화적 혜택 등을 들 수 있다모수미 박일화( , 1976).

등 은 이상적인 식생활의 순환도는 식습관의 중요(1976)

성을 알리는 동시에 나쁜 식습관의 장기화는 영양실조와

질병을 유발하여 인간 생활의 불행과 빈곤을 초래케 한

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식습관의 변화는 사춘기 전에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변

경하기 어려워지므로 식습관이 올바르게 고정되도록 지

도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진희( , 1980).

식습관 형성 요인들이 식생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은 경제조건이 식품의 질Martin(1977)

과 조리법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이유기 직후나 사춘기 동안에 접하게

되는 식품에 대한 인식과 식품의 다양성에 따라 식습관

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식품에 대한 태도는 성인.

이 되었을 때 식생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식습관과 인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식습관이 불

량한 집단이 양호한 집단보다 적응성 안정성 사회성 그, ,

리고 사교성이 낮고 의타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대에, 10

서 불규칙한 식습관은 저조한 영양상태를 유발할 뿐 아

니라 심리적 생리적 불건전성과 변동성이 유발된다고 하

였다김교진( , 1979).

최근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이른 등교시간 늦은 귀가생활 시험과 자신의 장래에 대, ,

한 불안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외모에 대한 관심 증, ,

가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식사 부적당, ,

한 간식 편식 과식 등의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며, , ,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첨가

물로 인해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식품을 즐겨

먹고 있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편중되는 식사를 하

고 있는 편이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의 나쁜 식습관과.

식생활 태도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비만 및 성인병

이 증가하고 있다이기열( , 1980).

비만은 식생활태도 식이행동의 장애로 여겨질 수 있,

는데 비만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먹게 된다거나 과식을

하게 된다 또한 고칼로리 음식섭취나 우울하거나 불안.

할 때 많이 먹거나 를 보면서 먹는 행동 등도 비만, TV

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정미순 박( , 1988).

진경 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들이 정상아에 비해 음(1955)

식을 빨리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며 저녁 식사 후에 간

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고 자주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숙 등 의 연구에서는 비만아가 정. (1995)

상아에 비해 생선 육류 야채류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

보여 대체적으로 모든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다.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미영 등 은(1994)

비만인들이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 음식 먹는 속

도가 빠르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단음식을 즐겨 먹

었으며 항상 먹을 것이 곁에 있어야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비만 치료에 있어 이러한 식이태도 교

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부적절.

한 식습관은 어머니의 영향을 주로 받아 고열량 섭취를

하게되는 것이 주요인이고 대부분 비만일수록 고지방식,

이나 탄수화물 및 스낵 등 열량이 많은 음식을 선호한다

고 하였다(Bandini Dietz & Linda 1992; Muecke

et. al. 1992).

성별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박과박 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육류 및(1995)

생선류를 선호하고 채소 및 과일류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으며 주현옥 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아, (1997)

침식사가 불규칙하고 과일 및 채소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상인과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

분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동을 대,

상으로 한 몇 편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체.

중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식습

관과 식생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비만과 우울3.

우울증의 사전적 정의는 억압된 행위 울적해진 정서,

상태 또는 슬픔 부적절함 자기비하 자살시도 등으로, , ,

특정지워진 정신 신경적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갖는 정,

신질환으로 정의된다홍대식 은( , 1985). Beck(1979)

우울 상태를 고통스러움을 거부하는 반응으로서 외부세

계에 대한 무관심과 사랑의 능력 및 모든 활동이 억제되

고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자존심이 저하되는 어떤 특정의

사건 등에 의해 발생되어 생물학적이고 심리 사회적인,

소인과 촉진적인 원인이 상호작용하므로 다양한 측면에

서 검증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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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따르는 신체증상으로는 불면증 소화장애, ,

두통 식욕부진 피로감 무력감 호흡장애 심계항진, , , , , ,

현훈 이상 감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Beck, 1979).

비만은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미의 기준을 날씬함에 두고 뚱뚱한 사람을 게으

르고 못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차별하여 대

우하는 경향이 있다 나 만화에서 비만아는 대부분. TV

매력없고 모양없는 대식가로 묘사되고 있어서 비만 청소

년은 몸매 운동 능력에 열등감을 가지며 다른 친구들에,

게 자신이 경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여 우울감에 빠지

거나 불만족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이동환 그래( , 1996).

서 뚱뚱한 사람은 외모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체

중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회의

비난들로 고통스러워한다(Wadden & Stunkard,

1985).

자신이 비만임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인 경우 표준체중

의 학생보다 우울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김애리( ,

신체에 불만인 비만자들은 체중은 조절이 가능한1993)

것이며 조절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실패, ,

하여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무력

감으로 우울해질 수 있다(McCarthy, 1989).

정상적인 발달 과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상

실을 겪게 하고 자신감도 위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

성의 우울 빈도는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

광일 도 청소년기가, 1977), Nolen-Hoeksema(1978)

시작될 때 특히 사춘기 소녀의 우울 빈도가 소년에 비,

해 높아져서 그 이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이 많다고

하였다.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가 많아서 청소년기 여학생의 신

체상과 이상형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성적

매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우울 빈도의 남 여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식이행동 장,

애도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우.

울 경향은 식이 행동의 장애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어,

식이행동 장애의 대다수 는 여성이며 사춘기에 시(95%) ,

작되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McCarthy,

1989).

이재우 는 청소년의 신체형과 우울 성향에 관한(1985)

연구에서 비만형의 청소년은 죽고 싶고 공허하며 쉽게

절망에 빠지고 흥분하는 관념적 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며,

비만 치료시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지지

요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아 청소년 비만에 관한 연구는 주,

로 비만증의 빈도와 원인 비만과 성인병과의 관계 식이, ,

요법과 운동요법의 효과 식품섭취와 비만과의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비만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비만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인 유전적 요인연

구 환경적인 요인 특히 가족의 식생활태도 식습관 비, , , ,

만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적인 우울과 같은 부적응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및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본 연구는 부산시 실업고 명 인문고P 1650 , K 1450

명 인문여고 명의 학생 중 신장별 표준체중을, J 1527

이용하여 비만도가 이상인 비만 여학생 명 인20% 143 (J

문여고 명 비만 남학생 명 실업고 명143 ), 148 ( P 78 , K

인문고 명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 질환이 없으며70 ) , ,

현재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고 있

지 않는 남녀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91 .

자료 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1998 11 2 11 30

지 개월간이며 자료 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각 학교1 ,

의 양호교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연구목적과 작성방법

을 설명한 뒤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연구도구3.

식생활 태도1)

식생활 태도에 대한 도구는 등 과 강명Boren (1983)

희 등 에 의해 사용된 식생활 태도 조사 문항을(1992)

김현아 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1995)

지이다 본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교수. 1

인 비만관련 논문을 쓴 간호학 박사 인 학교에서 비, 1 ,

만관리에 관심이 많은 양호교사 인 등의 검토를 받았1

고 도구의 신뢰도는 였다 문항의, Cronbach = .72 .α

구성은 총 문항이며 일반적인 식생활 태도에 관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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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비만에 관한 식생활 태도 문항으로 구성되11 17

어 있다.

각 문항은 식 점 평정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Likert 5

어 있다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 (2, 3, 4, 5, 7, 8, 9,

번 문항 에는 매우 그렇다 점11, 16, 26, 27, 28 ) (5 ),

그렇다 점 잘 모르겠다 점 아니다 점 전혀 아(4 ), (3 ), (2 ),

니다 점 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바람직하지 않는 식생(1 ) ,

활 태도에는 이와 반대의 순서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를 나타낸다.

식습관2)

식습관 조사 도구는 이기열 등 이 개발한 것을(1980)

김현아 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균형식에 관한 문(1995) 9

항과 비만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8 ,

항에 있어서 일주일 중 자신에 해당되는 날의 수를 0-2

일 일 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바, 3-5 , 6-7 ,

람직한 식습관 번 번 문항에는 일에 점(1 9 , 17 ) 0-2 1 ,～

일에 점 일에 점을 주었고 바람직하지 못한3-5 2 , 6-7 3 ,

식습관 번 문항은 이와 반대의 순서로 점수를 산(10-16 )

출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이. Cronbach = .86α

었다.

우울감3)

우울 정도는 한국판 BDI(Beck Depression

한홍무 등 를 이용하였다 총 문Inventory; , 1986) . 21

항의 자가보고형 척도로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점에0

서 점으로 구성되어 총점의 범위는 점에서 점까지3 0 63

이며 우울하지 않은 상태 점 가벼운 우울상태(0-9 ),

점 중한 우울상태 점 심한 우울상태(10-15 ), (16 -23 ),

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24-63 ) .

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SPSS/WIN Program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1) .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우울감은 평균과2) , ,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간의 차이는 를 실t-test

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분포1)

연구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1>.

표 연구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 분포< 1-1>

특 성 구 분
남학생 여학생

N(%) N(%)

키(Cm) 이하150 - 10( 7.0)

151-155 2( 1.4) 37(25.9)

156-160 5( 3.4) 49(34.3)

161-165 15(10.2) 29(20.3)

166-170 32(21.7) 13( 9.1)

171-175 49(33.1) 4( 2.8)

176-180 37(25.0) 1( 0.7)

181-185 5( 3.4) -

186-190 3( 2.0) -

M ± SD 172.0 ± 6.02 158.92 ± 6.2

체중(Kg) 이하55 6( 4.0) 14( 9.8)

56-60 3( 2.0) 37(25.9)

61-65 6( 4.0) 26(18.2)

66-70 17(11.5) 24(16.8)

71-75 20(13.5) 16(11.2)

76-80 24(16.2) 11( 7.7)

81-85 26(17.6) 4( 2.8)

86-90 21(14.2) 6( 4.2)

91-95 17(11.5) 5( 3.5)

95-100 8( 5.4) -

M ± SD 80.56 ± 10.18 66.75 ± 10.31

계 148(100) 143(100)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 명 여 명이고 연148 , 143 ,

령은 남녀 각각 세이다 남학생의 키는 최고15 18 .～

최소 였으며 평균은 로187cm, 151cm , 172.0±6.02cm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최고 최저 이었으며, 99kg, 50kg ,

평균은 로 나타났다80.56±10.18kg .

여학생의 키는 최고 최소 였으며 평176cm, 133cm ,

균키는 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최고158.92±6.2cm ,

최소 이었고 평균 몸무게는92kg, 50kg , 66.7±

으로 나타났다10.31kg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만 청



- 24 -

소년의 비만도 어머니의 직업 월수입 아버지 어머니, , , ,

및 형제의 비만여부 살빼려고 노력한 경험 살빼려고 노, ,

력한 시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1-2 .〈 〉

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

특 성 구 분
남학생 여학생

N(%) N(%)

비만도

경도 미만(20-30 ) 20(13.5) 3( 2.1)

중등도 미만(30-50 ) 89(60.1) 77(53.8)

고도 이상(50 ) 39(26.4) 63(44.1)

어머니 직업
있다 47(31.8) 76(53.1)

없다 101(68.2) 67(46.9)

월수입

만원 미만100 19(12.8) 33(23.1)

만원 미만100-150 62(41.9) 45(31.5)

만원 이상150 67(45.3) 65(45.5)

아버지 비만

비만하다 26(17.6) 33(23.1)

비만하지 않다 118(79.7) 107(74.8)

무응답 1( 0.7) 3( 2.1)

어머니 비만

비만하다 38(25.7) 42(29.4)

비만하지 않다 109(73.6) 93(65.1)

무응답 1( 0.7) 8( 5.6)

형제의 비만
있다 31(20.9) 27(18.9)

없다 117(79.1) 116(81.1)

감량시도유무
있다 73(49.3) 82(57.3)

없다 75(50.7) 61(42.7)

감량시기

유치원 2( 1.4) 2( 1.4)

초등학교 2( 1.4) 4( 2.8)

중학교 9( 6.1) 19(13.3)

고등학교 53(35.8) 57(39.9)

무응답 82(55.4) 61(42.7)

계 148(100) 143(100)

비만도는 남학생의 경우 경도 비만은 중등도13.5%,

비만이 고도비만이 이었고 여학생의 경60.1%, 26.4% ,

우는 경도비만은 중등도 비만 고도비만2.1%, 53.8%,

로 나타났다44.1% .

어머니의 직업은 남학생의 경우 있다가 없‘ ’ 31.8%, ‘

다가 이었고 여학생은 있다가 없다가’ 68.2% , ‘ ’ 53.1%, ‘ ’

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빈도46.9%

가 높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남150 ,

학생 여학생 이었다 아버지의 비만 유무45.3%, 45.5% .

는 남학생의 경우 비만하다 비만하지 않다‘ ’ 17.6%, ‘ ’

무응답 이고 여학생의 경우 비만하다79.7%, ‘ ’ 2.7% , ‘ ’

비만하지 않다 무응답 였다23.1%, ‘ ’ 74.8%, ‘ ’ 2.1% .

어머니의 비만 유무는 남학생의 경우 비만하다‘ ’

비만하지 않다 무응답 이었고25.7%, ‘ ‘ 73.6%, ’ ‘ 0.7% ,

여학생의 경우 비만하다 비만하지 않다’ ‘29.4%, ‘ ’

무응답 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비만유무65.1%, ‘ ’ 5.6% .

는 남학생의 경우 있다 없다가 이었고‘ ’ 20.9%, ‘ ’ 78.1%

여학생의 경우 있다 없다가 이었다18.9%, 81.1% .

아버지의 비만 유무 어머니 비만 유무 형제 비만 유, ,

무의 경우 비만하다가 에 이르고 있다 살빼려20-40% .

고 노력한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 있다 없다가‘ ’ 49.3%, ‘ ’

이었고 여학생은 있다 없다가50.7% , ‘ ’ 57.3%, ‘ ’ 42.7%

로 나타났다 살빼려고 노력한 시기는 남학생의 경우 유. ‘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1.4%, ‘ ’ 1.4%, ‘ ’ 6.1%, ‘

교 무응답 이었으며 여학생은 유치원’ 35.8%, ‘ ’ 55.4%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4%, ‘ ’ 2.8%, ‘ ’ 13.3%, ‘ ’

무응답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살빼려는39.9%, ‘ ’ 42.7% .

노력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이 하며 그 시기는 고,

등학교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가 외모,

에 관심이 많은 시기임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청소년,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2. ,

및 우울감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1)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표 과< 2-1>

같다.

비만 청소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식생활 태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남학생 여학생은3.13±.32, 3.22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30(t=1.27, p=.012)

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태도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총 문항 중 특히 문항이 통계적으. 28 10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문항은 여학생이 식, 6

생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문항은 남학생이 식생활, 4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문항.

은 음식의 외양이 내가 싫어하는 것과 비슷할 때 맛보지‘

않음 내가 알고 있는 영양지식에 따라 음식을 선택한’, ‘

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았던 식품도 먹어볼 것이’, ‘

다 속상할 때 무엇이든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거나 잊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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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 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먹는다 우’, ‘ ’, ‘

리 식구들은 내 체중문제에 관심이 많다 등이었으며 남’ ,

학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에 나오는 과자 기호품‘TV ,

광고를 보면 먹고 싶어 사먹는다 밖에서 뛰어 놀거나’, ‘

운동을 하기보다는 군것질을 좋아한다 하루 시간 이’, ‘ 2

상 텔레비젼이나 비디오를 본다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 ‘

이 있으면 또 먹는다 이었다’ .

손경희 등 연구에 의하면 식품에 대한 기호는(1981)

영양섭취와 직결되는 것으로 영양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품선택에 대한 태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체

적인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내용 중

중점지도 항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조선화 연구에 의하면 과식은 불안정 고독감(1988) , ,

긴장 근심 패배에 인한 결과로 발생하여 비만자들은 사,

회적인 접촉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불만을 먹는 것으로 해소한다고 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 정도가 더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상할 때 무엇이든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 백현순 의 연구에서는 비만군 대상자의’). (1988)

경우 심심할 때 많이 먹는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활동적이어서 주로 실내에서 활동한다고 하였으며 하,

명주 정미순 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형태(1985), (1988)

표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점수< 2-1> N = 291

항 목
남

(Mean±SD)

여

(Mean±SD)
t P

음식의 외양이 내가 싫어하는 것과 비슷할 때 맛보지 않음1) 2.83±1.18 3.36±1.13 3.978 .000 ***

몸에 좋다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2) 2.68±1.00 2.50±0.93 1.580 .115

잘못된 식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3) . 3.59± .90 3.47±1.02 1.118 .265

처음 보는 음식일지라도 관심이 생긴다4) 3.38± .96 3.24±1.08 1.172 .242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가장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리한5)

음식을 먹는 것도 즐겁다
3.50± .93 3.46±1.00 .340 .734

내가 먹는 식사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한 바꿀 이유가 없다6) 2.80±1.02 2.82±1.06 -.116 .908

내가 알고 있는 영양지식에 따라 식품을 선택한다7) 2.30± .93 2.58± .97 -2.547 .011 *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8) 3.29±1.04 3.44±1.00 -1.256 .210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았던 식품도 먹어볼 것이다9) 2.71± .98 2.96± .96 2.160 .032 *

식사를 거르는 때가 있으나 다음에 먹으면 된다10) 3.21±1.14 3.21±1.04 -.003 .998

간식으로 과자보다 과일을 주로 먹도록 노력한다11) 3.48±1.08 3.38± .99 .785 .433

뚱뚱한 사람에게 영양교육은 소용없는 일이다12) 3.42±1.03 3.63± .92 -1.839 .067

내가 비만이지만 먹을 때는 아무 생각없이 양껏 먹는다13) 3.08±1.15 3.04±1.09 .297 .767

아침을 안먹으면 살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여 굶는다14) 4.19± .93 4.08± .86 1.071 .285

속상할 때 무엇이던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거나 잊어버린다15) 3.63±1.15 4.01± .96 3.097 .002 **

비만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16) 3.89± .98 3.92± .99 -2.09 .834

에 나오는 과자 기호품 광고를 보면 먹고 싶어 사먹는다17) TV , 3.92± .96 3.27±1.13 5.259 .000 ***

저녁에 식사준비를 해주실 어른이 없어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18) 3.70±1.10 3.50±1.37 1.418 .157

집에서 과자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몰래 과자를 사먹는다19) 4.00± .87 3.99±1.06 .062 .951

하루 시간 이상 텔레비젼이나 비디오를 본다20) 2 3.09±1.27 2.81±1.32 1.867 .043 *

식사할 때 주로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21) 2.86±1.06 2.75±1.04 .948 .344

밖에서 뛰어놀거나 운동을 하기 보다는 군것질을 좋아한다22) 3.62±1.05 2.89±1.20 5.551 .000 ***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있으면 또 먹는다23) 3.18± .97 2.75± .97 3.755 .000 ***

튀김 사라다 중국음식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24) , , 2.86±1.09 3.05±1.13 -1.461 .145

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먹는다25) 2.47±1.15 3.01±1.23 -3.879 .000 ***

우리 식구들은 내 체중문제에 관심이 많다26) 2.62±1.08 2.90±1.18 -2.066 .040 *

내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27) 2.20± .94 2.28±1.06 -.713 .476

혼자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 많이 먹지 못한다28) 3.11±1.11 2.97±1.07 1.171 .242

계 3.13± .32 3.22± .31 2.515 .012 *

* p .05 ** p .01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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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비활동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군 중에서도 밖에서 뛰어 놀거나 운동

을 하기보다는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비만 청소년 여학생은 생활 환경에 긍정적인 방법인

움직임 산보 취미운동보다는 좌식활동과 식이섭취를 선, ,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미있고 하기 쉬운.

운동을 개발하여 운동을 싫어하는 여학생도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좌식활동외. TV, VTR

에도 보다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학교의 지지체계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이 와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비(1989) Gaul(1975)

만 청소년들이 회 음식 섭취량이 많고 식사속도가 빠1 ,

르고 혼식을 많이 하고 육류와 생선류의 부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빨리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 청.

소년 대상으로 천천히 음식 먹는 방법을 지도할 때 여학

생보다 남학생에게 중점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체중조절 관심도에 관한 연구에서 백현순 은 여(1988)

학생이 남학생보다 관심이 많고 전체의 가 체중에, 2/3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고 이는 여러 연구에서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만 여학생은 심.

리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이 비만하,

다고 자각하고 있으며 체중조절에 대한 노력도 남학생,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만여학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들의 심리적 상태와 과거 및 현재의 체중감

소를 위한 노력정도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식생활태도는 비만청소년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에서 영양교육을 계획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그 내용과 강조점을 달

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2)

비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2-2 .〈 〉

비만 청소년의 식습관 점수의 평균은 남학생은 2.20

여학생은 으로±.25, 2.29±.23(t=1.267, p=.012)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습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총 문항 중 문항은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 17 4

으며 문항은 남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학생이, 1 .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당근 시금치 깻잎 상치‘ , , , ,

등의 녹황색 채소를 먹는 날 수 우유를 먹는 날 수 인’, ‘ ’, ‘

스턴트 식품을 먹는 날수 식사할 때 밥을 한 그릇보다’, ‘

더 먹는 날수 등이었으며 남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

표 성별에 따른 식습관 점수< 2-2> N = 291

항 목
남

(Mean±SD)

여

(Mean±SD)
t p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날 수1) 2.45±.95 3.28±.84 1.641 .102

매끼 적당량의 식사를 하는 날 수2) 2.24±.72 2.20±.79 .396 .692

당근 시금치 깻잎 상추 등의 녹황색 채소를 먹는 날 수3) , , , 1.94±.72 2.12±.79 -2.025 .044 *

무 오이 콩나물 양파등 기타 채소류를 먹는 날 수4) , , , 2.06±.68 2.13±.70 -.802 .423

생선 계란 콩제품 중의 한가지 이상을 먹는 날 수5) , , 2.03±.72 2.05±.74 -.256 .798

과일을 먹는 날 수6) 2.22±.75 2.22±.76 .070 .944

우유를 먹는 날 수7) 1.79±.81 2.17±.84 3.917 .000 ***

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먹는 날 수8) , 1.62±.66 1.59±.72 .425 .673

기름을 넣어서 조리한 음식을 먹는 날 수9) 1.90±.71 1.99±.70 -1.058 .291

탄산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기호식품을 먹는 날 수10) , , 2.23±.69 2.22±.73 .155 .877

인스턴트 식품라면 햄버거 핫도그 등을 먹는 날 수11) ( , , ) 2.53±.66 2.72±.53 -2.70 .007 **

하교길에 군것질을 하는 날 수12) 2.68±.64 2.56±.68 1.503 .134

저녁식사 후 자기 전까지 음식과일 야채 제외를 먹는 날 수13) ( , ) 2.37±.71 2.20±.81 1.890 .060

식사할 때 밥을 한그릇 보다 더 먹는 날 수14) 2.57±.68 2.80±.54 -3.053 .002 **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삼겹살 치킨 돈까스 등를 먹는 날 수15) ( , , ) 2.68±.57 2.69±.62 -.141 .888

방과후 를 보면서 군것질을 하는 날 수16) TV 2.66±.69 2.52±.75 1.719 .087

매일 분 이상 운동을 하는 날 수17) 30 1.52±.85 1.20±.70 3.531 .000 ***

Total 2.20±.25 2.29±.23 1.270 .012 **

* p .05 ** p .01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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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매일 분 이상 운동을 하는 날수이었다‘ 30 ’ .

주현옥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1996)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육류 및 생선보다는 과일 및 채소

를 선호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채소의.

매끼 섭취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편이라고 보고

한 정미영 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1996) .

비만이거나 비만이지 않거나 골고루 섭취하려는 경향

은 여학생이 비만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있어 적절

하게 식이조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 비만 청소년들이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고.

결식 과식 및 잦은 간식 등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으로 생각되어 진다 뿐만 아니라 불안하거나 갈등이 있.

을 때는 배가 불러도 계속 먹거나 음식절제가 어려워 비

만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매일 분 이상 운동을 하는 날수 문항점수는 남학‘ 30 ’

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학생은 여학생,

에 비해 활동양이 많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 주현옥 등 이 학동기 아동을 대, (1996)

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기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축구와 같은 단체운동을 많이 하,

여 운동의 기회가 많지만 여학생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비만을,

정서적 문제인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

문에 함께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혼자

서 하는 운동을 주로 하거나 남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 청.

소년을 관리할 때 여학생의 운동요법에 보다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학생들끼리만 할 수 있는 재미있,

는 단체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또한 요즘음 대부분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과 교통.

수단의 발달 등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

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없더라도 일상생활

에서 활동량을 늘일 수 있는 행동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비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

중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학생들에게는 체중조절,

에 대한 자기 동기화 를 높이는 방‘ - (self-modification)’

법과 식이조절에 초점을 두고 여학생들에게는 활동량을, ,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과 군것질을 줄이는 방법 등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3)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결과는 표〈

과 같다2-3 .〉

표 성별에 따른 우울감< 2-3>

우울감 정도
남학생 여학생

148(%) 143(%)

우울하지 않음 점(0 - 9 ) 103(69.5) 104(72.8)

가벼운 우울 점(10 - 15 ) 29(19.6) 29(20.3)

중한 우울 점(16 - 23 ) 15(10.3) 10( 7.0)

심한 우울 점(24 - 63 ) 1( 0.7)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정도는 우울하지

않은 경우는 남 명 여 명 였으103 (69.5%), 104 (72.8%)

며 가벼운 우울의 경우는 남녀 각각 명으로서, 29

와 였으며 중한 우울상태라고 응답한 대상19.7% 20.3%

자의 경우는 남 명 여 명 로서 통15 (10.3%) 10 (7.0%)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35, p .258).≤

그러나 비만 청소년 모두 약 정도남 여30% ( -30.5%,

가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2%) .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가 많아서 청소년기 여학생의 신

체상과 이상형 사이의 불일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성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우울,

빈도의 남 여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식이행동 장애도,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김광일 또한 이러( , 1977).

한 우울 경향은 식이행동의 장애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

내어 식이행동 장애의 대다수 는 여성이며 사춘기(95%) ,

에 시작되고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대 사회가 남녀 모두 외모가 중시되는 현상에 기

인되어 비만청소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우울감이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비만아동 이나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만 청소년의 체중조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만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 식습관, ,

및 우울감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생활 태도에 대한 총1.

문항 중 문항은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2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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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 중 남학생이.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에 나오는 과자 기호품“TV ,

광고를 보면 먹고싶어 사먹는다"(t=5.259, p=

하루 시간 이상 텔레비젼이나 비디오를 본.000) " 2

다 밖에서 뛰어 놀거나 운동을"(t=1.867 p=.063) "

하기보다는 군것질을 좋아한다“(t=5.551 p=.000)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있으면 또 먹는다" .“

여학생이 점수가 높았던 문항(t=3.755 p=.000)

은 음식의 외양이 내가 싫어하는 것과 비슷할 때 맛"

보지 않음 내가 알고있는 영양“(t=3.978 p=.000) "

지식에 따라 식품을 선택한다“(t=-2.547 p=.011)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았던 식품도 먹어 볼 것"

이다 속상할 때 무엇이던 먹으“(t=2.160 p=.032) "

면 기분이 나아지거나 잊어버린다“(t=3.097

나는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는다p=.002) "

우리 식구들은 내 체중문제(t=-3.879 p=.000) "

에 관심이 많다 이다“(t=-2.066 p=.040) .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에 대한 총 문항2.

문항 중 문항은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17 5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 중 남학생이 점.

수가 높았던 문항은 매일 분 이상 운동을 하는 날" 30

수 여학생이 점수가 높았던 문“(t=3.531 p=.000)

항은 당근 시금치 깻잎 상치 등의 녹황색 채소류" , , ,

를 먹는 날 수 이다 우유를“ (t=-2.025 p=.044) . "

먹는날 수 인스턴트라면 햄“(t=3.917 p=.000) " ( ,

버거 핫도그 등를 먹는 날 수, ) “(t=-2.70 p=.007)

식사할 때 밥을 한 그릇보다 더 먹는 날 수"

였다“(t=-3.053 p=.002) .

비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정도는 우울하3.

지 않은 경우는 남 명 여 명103 (69.5%), 104

였으며 가벼운 우울의 경우는 남녀 각각(72.8%) ,

명으로서 와 였으며 중한 우울상태29 19.7% 20.3%

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는 남 명 여15 (10.3%)

명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0 (7.0%)

그러나 남여 모두 우울감은(t=1.135, p .258). ·≤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여학생, 30.6%, 27.3%

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비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

중조절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학생들에게는 체중조절,

에 대한 자기 동기화 를 높이는 방‘ - (self-modification)’

법과 식이조절에 초점을 두고 여학생들에게는 활동량을, ,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과 군것질을 줄이는 방법 등에 초

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만청소년을 대상으로 우,

울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그들의 정서적 문제도 다

룰 수 있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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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Dieting, Eating habits,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in Dieting,

Eating Habits and Depression of

Obese Adolescents

Park, Hae Sook*Ju, Hyeon Ok**Lee, Hwa Za**

Recently, the number of obese people have

been increasing due to westernized diets and

increased sedentary activity. In particular, obese

adolescent have been newly recognized as having

significant health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ing the gender

difference of obese adolescents through

implementation of a structured questionnaire on

general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dieting,

eating habits and emotional depression due to

obesit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by 291

students in attendance at 3 high schools in

Pusan from 11. 2. 1998 to 11. 30. 1998. The

targets were 148 boys and 143 girls who were

judged as obese in the school's physical

check-up.

The test of reliability of this research was

calculated by chronbach's .α

Data analysis was managed by computer and

statistics by SPSS/WI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For the questionnaire regarding attitudes

toward dieting which include 28 items, 10

out of 28 items (about 36%)showed gender

difference.

2. For the questionnaire regarding eating habits

which include 17 items, 5 out of 17 items

(about 30%)showed gender difference.

3. For the questionnaire regarding emotional

depression about obesity, 30.6% of boys and

27.3% girls answered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urvey indicated that this

study will be important as a good guideline for

treating obese adolescents. It is hoped that

much more research on gender difference in

obese adolescents will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reatments for obesity should be based on the

gender of the adolescent.

*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International High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