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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between Children of Short and Normal Stature

Kim, Mi-Y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comparing children of short stature and children of normal height, and to enhance growth development through early de-

tection of social or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of short stature.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 to Sep-

tember 25, 2008. The participants were 38 children who were diagnosed with short stature and their mothers and 38 chil-

dren of age appropriate stature and their mothers selected from 311 elementary students in D city. The participants were

matched by using propensity analysis for controlling confounding variables. Sapiro-Wilk test, t-test, Wilcoxon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WIN 14.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ere signifi-

cant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behavior problems between children of short stature and children of age appropriate

statu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children of age appropriate stature,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ody image

and behavior problems. Conclusion: A specialized program which focuses on behavior problems, body image, and self-

esteem should be developed to help children of short stature in school-based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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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발달이다. 정상적인 성장

발달이야말로 아동의 건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

라는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은 질병에 이환되기도 하고 타고난 선

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저신장증은 유전적, 환경적 결함으로 인한 성장장애의 표

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연령, 같은 성의 평균 신장보

다 2 표준편차 미만의 경우 또는 성장 분포 곡선상에서 3백분위

수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Ahn, 2007). 저신장증 아동에게 적극

적인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한 논란의 여지가 여

전히 제기되고 있지만(Downie, Mulligan, Stratford, Betts, &

Voss, 1997; Sandberg, 2000; Visser-van Balen, Sinnema,

& Geenen, 2006), 성장호르몬 치료의 효과에 한 보고는 여

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De Schepper et al., 2008).

최근 사회적으로 외모에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저신장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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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키가 작다는 것에 한 인식이 시

작되는 시기는 부분 학령기로 이 시기는 자신의 외모에 하

여 매우 민감한 시기여서‘작은 키’에 한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다. 몇몇연구에의하면, 작은키아동의경우인지발달, 인성,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으며(Molinari, Sar-

tori, Ceccarelli, & Marchi, 2002), 자신의 키에 불만족할수

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문제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

고하 다(Jung, Yoon, & Shim, 2008).

특히, 학령기는 청소년기와 연계되는 시기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부정적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 혼란으로 원만한 인관계를 유

지하기 어려우며(Han & Kim, 2006), 자칫 잘못하면 아동기

동안의 인격형성에서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간과

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

부정적인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향을 주며 나아가서는

부정적 정서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Cho, 2005; Lee, Y. M.,

2004; Park, 2002).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 능력, 신체에

하여 가치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성격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생활 적응에도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5;

Lee, M. J., 2004; Shin, 1996). 학교생활은 학령기 아동이 신

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장차 건전한 성인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장이 되어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신체상이나 자아존중감의 저

하로 말미암아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될 경우

학업성취에도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하여

이러한 저신장증 아동의 조기발견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이 부분의 시간을 보내

는 일선 학교의 교사나 아동을 집에서 매일 지켜보는 부모조차

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

와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교사와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장장애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

하여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신장증 아동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지능(Voss, 2006), 자아개념(Theunissen et

al., 2002), 성취성, 사회성, 처문제(Downie et al., 1997)와

삶의 질(Sandberg & Colsman, 2005; Theunissen et al.,

2002) 등에 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저신장증 아동을 상으

로 사회∙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Sandberg & Colsmas, 2005). 특히 간호학과

관련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질적 연구로서 한 편만이 있으

며(Im, 2002), 외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 아동을 상으로 신체

상,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을 비교 분석하여 저신장증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 다.

연구 목적

첫째,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키 관련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문

제행동 간의 관련성을비교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

저신장증 아동은 일 학병원 소아 청소년과 외래에서 저신

장증의 진단을 받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39명과 어머니를

상으로선정하 다.

정상 아동은 D시에 소재한 지역이 다른 2개 초등학교의 1학

년에서 6학년까지 중 1개 학급씩 임의 선정한 311명 중 저신장

증 아동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1:1 짝짓기 통계기법인 propen-

sity analysis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합시킨 후

저신장증 아동 39명 중 1명은 짝짓기가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저신장증 아동 38명이 선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상 아동도

38명으로 총 76명을 상으로 하 다. 표본크기 산출 프로그램

인 G*Power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크기 .50 (중간 값), 유의수

준 .05, 본 연구의 76명을 표본크기로 설정하 을 때 검정력은

.60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저신장증 아동은 2008년 5월 D시에 소재한 K 병원 소아

청소년과 과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병원으로부터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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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았다. 2008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소아 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한 저신장증 아동과

어머니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무기명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동의한 45명을 상으로 하 으나 연구 중

간에 탈락한 6명을 제외하고 최종 39명에게 자료를 받았다. 탈

락한 상자는 어머니 혼자 외래에 온 경우이며 아동과 관련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키로 하 으나 아동이 거부한 경우와

회수가 안 된 경우이다. 연구 상자에게는 일괄적으로 5,000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지급하 다. 

정상 아동은 D시에 소재한 지역구가 다른 2개 초등학교를 방

문하여교장선생님,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연구목적과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설문지 기입을 허

락한 학생과 학부모를 상으로 연구 후 활용방안을 알려줄 것

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각 1개 학급씩

임의표출하 다. 일반적 특성과 K-CBCL은 부모나 보호자가

작성하 으며, 그 외 설문지는 아동이 작성하 다. 상자 중

저학년의경우 담임교사의 지도하에설문지를 기입하 다.

연구 도구

신체상 측정도구

Stuart와 Sundeen (1983)에 의하면 신체상은 자신의 외모

나 신체기능, 신체 상태에 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Osgood, Suci와 Tannenbaum (1957)

이 개발한 의미척도법(as cited in Jang, 1982)과 Franzoi와

Shields (1984)가 개발한 신체상 도구(as cited in Shin, 1996)

2가지를 사용하여합을 구하 다.

Jang (1982)이 아동을 상으로 표준화한 신체에 한 의미

척도법(The Measurement of Meaning)은 10쌍의 상반된 어

휘군으로 5단계 평정법으로 이루어진 어의구별척도이며, 점수

가높을수록신체의미가긍정적인것임을의미한다. Jang (1982)

이사용당시Cronbach’s a=.81이었으며, 본연구에서는Cron-

bach’s a=.84 다.

Shin (1996)이 신체 각 부분과 기능에 한 만족도 도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95 다.

자아존중감 도구

Rosenberg (196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한 부

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생각하는정도를말하며, 본연구에서는Harter (1982)

가 아동을 상으로 개발한 27문항 4점 척도로 모두 108점 만

점으로 구성된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을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는 4개 하위 역별로 Cronbach’s

a는 각각 .76, .78, .83,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는 각각 .80, .82, .88, .85 으며 전체적으로는 Cronbach’s

a=.93이었다.

문제행동 도구

Kauffman (2005)에 의하면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환경에

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도구(Ko-

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사용하 다. K-

CBCL은 부모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아동의 문제행

동과사회적능력을표준화된형태로기록하는행동평가 도구이

다. K-CBCL은총117개문항으로되어있으며‘전혀그렇지않

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의 2점의 3점 Lik-

ert 척도로 되어있다. 모든 하위 척도의 원점수는 표준화된 T

점수로 환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성향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93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89 다.

자료 분석 방법

통계적 분석은 propensity analysis는 R 1.2.3 ver.을 이용

하 으며 나머지 분석은 SPSS Ver 14.0을 이용하 다. 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키 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고 동질성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으로 확인하 다.

두 군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문제 행동은 우선 정규성 검정

을 위해 Sapiro-Wilk test를 시행하여 정규성을 통과한 신체

상,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는 t-test를 이용하

여 비교 분석하 다. 정규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와 총 문제행동 합은 비

모수 검정인 Wilcoxon test로 분석하 다. 세 변수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비교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한 propensity analysis 전에 수행한 저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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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정상아동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에서 부모

의 학력, 부모의 종교유무, 부의 직업 및 경제수준에서 동질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를 propensity analysis를

통해 짝짓기하 다. 그 결과,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많았으

며, 저신장증 아동은 65.8%, 정상아동은 52.6% 다. 성별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저신장증 아동은 60.5%, 정상아

동은 57.9% 다. 아버지 학력은 저신장증 아동과 정상아동 모

두 졸이 81.6%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어머니 학력도

졸이 부분으로 저신장증 아동은 73.7%, 정상아동은 65.8%이

었다. 종교는아버지, 어머니모두에서저신장증아동은76.3%,

84.2%, 정상아동은 78.9%, 76.3%로 종교가 있는 경우가 부

분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이 많았으며 저신장증 아동은 63.2%,

정상아동은 71.7% 다. 아버지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많았으

며 저신장증아동은 36.8%, 정상아동은42.1% 다.

키 관련 특성에서 저신장증 아동의 평균키는 131.6 cm 고,

정상 아동은 139.0 cm 다. 아버지 키는 저신장증 아동의 경우

168.5 cm, 정상 아동의 경우 173.3 cm 으며, 어머니 키는 각

각 157.2 cm, 161.1 cm로 두 집단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Table 1).

상자의 신체상

신체상은최소34점에서최 170점의범위로저신장증아동

의신체상평균점수는126.21±18.80점으로정상아동의137.87

±18.58점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2.72. p=.008) (Table 2).

상자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최소 27점에서 최 108점의 범위로 저신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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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hort stature Short statureNormal children
c2 p c2 p

Normal children

n % n % n % n %

Grade Low 13 33.3 153 49.2 3.497 .062 13 34.2 18 47.4 1.362 .243
High 26 66.7 158 50.8 25 65.8 20 52.6

Sex Male 16 41.0 158 50.8 1.325 .250 15 39.5 16 42.1 0.055 .815
Female 23 59.0 153 49.2 22 60.5 22 57.9

Father’s College and above 32 82.1 191 61.4 6.384 .012 31 81.6 31 81.6 0.000 >.999
educational High school 7 17.9 120 38.6 7 18.4 7 18.4
background

Mother’s College and above 29 74.4 161 51.8 7.126 .008 28 73.7 25 65.8 0.561 .454
educational High school 10 25.6 150 48.2 10 26.3 13 34.2
background

Father’s Yes 30 76.9 167 53.7 7.60 .006 29 76.3 30 78.9 0.076 .783
religion No 9 23.1 144 46.3 9 23.7 8 21.1

Mother’s Yes 33 84.6 200 64.3 6.42 .011 32 84.2 29 76.3 0.748 .387
religion No 6 15.4 111 35.7 6 15.8 9 23.7

Economic High 10 25.6 27 8.7 13.24 .001 9 23.7 7 18.4 0.538 .764
status Mid 24 61.5 189 60.8 24 63.2 27 71.1

Low 5 12.8 95 30.5 5 13.2 4 10.5

Father’s job Manufacturing worker 7 17.9 98 31.5 11.59 .009 7 18.4 7 18.4 0.878 .831
Service 9 23.1 96 30.9 9 23.7 10 26.3
Office worker 8 20.5 59 19.0 8 21.1 5 13.2
Professional 15 38.5 51 16.4 14 36.8 16 42.1

Mother’s job Yes 23 59.0 137 44.1 3.11 .078 23 60.5 19 50.0 0.852 .356
No 16 41.0 174 55.9 15 39.5 19 5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Short Stature and Normal Children

Total sample Matching sample

Short stature
Height

Short statureNormal children
t p t p

Normal childre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Child 131.6 12.8 139.0 12.4 3.27 .001 130.8 11.9 140.2 14.2 3.27 <.001
Father 168.5 4.8 173.3 6.5 4.31 <.001 168.4 4.9 174.1 5.4 4.31 <.001
Mother 157.2 4.6 161.1 5.7 3.24 <.001 157.1 4.7 162.1 6.8 3.24 .002

Total 39 100.0 311 100.0 38 100.0 38 100.0



아동의 자아존중감평균점수는 79.76±13.93점으로 정상 아동

의 85.24±10.73점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두 군 간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t=-1.97, p=.053) (Table 3).

상자의 문제 행동

저신장증 아동의 문제 행동 점수의 합은 평균 47.39±6.81

점으로 정상 아동의 40.24±9.9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z=3.05, p=.002), 문제행동증후군의 하위 역인 내재화문제

에서 저신장증 아동이 49.13±7.21점, 정상 아동이 43.21±

8.69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z=2.89.

p=.004), 특히 내재화문제의 하위 역 중 위축과 우울/불안

역에서두군간유의한차이가있었다(z=2.01, p=.045; z=2.90,

p=.004). 문제행동증후군의 하위 역 중 외현화 경우에도 저

신장증 아동이 44.89±8.77점으로 정상 아동의 41.42±8.09

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

1.80, p=.077), 외현화 하위 역 중 주의집중문제 역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6, p=.043) (Table 4).

신체상, 자아존중감, 문제행동과의 관계

저신장증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의 상관성은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정상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798, p<.001),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아동의 경우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정상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707, p<.001), 신체상과

문제행동은 역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70, p<.05).

전체적으로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정상관의 관계로(r=.769,

p<.001) 신체상과 문제행동은 역상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r=

-.290, p<.05),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216). 즉, 신체상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점수는 높고, 문제행동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저신장증 아동의 신체상 점수는 정상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

았는데 Bannink 등(2005)은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저체중

출생아와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저체중 출생아의 성장 후 신

체상을 조사한 결과 건강과 관련된 신체상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비만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Park, 2000)에서

도 신체상 점수가 비만아의 경우 정상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

을보고하고있으나, 아동기부터성장호르몬치료를받아온18-

23세의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Lagrou et al., 2006)에서는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신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자가 이미 성

장이 끝난 성인 여성이라 신체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

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동기 동안의 긍정적인 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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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tature Normal children
t pVariable

Mean SD Mean SD

Body image 126.21 18.80 137.87 18.58 -2.72 .008

Table 2. Body Image between Short Stature and Normal Children

Short stature Normal children
t pVariable

Mean SD Mean SD

Self-esteem 79.76 13.93 85.24 10.73 -1.97 .053

Table 3. Self-esteem between Short Stature and Normal Children

Short stature Normal children
t or z pVariables

Mean SD Mean SD

Sum of behavior 47.39 6.81 40.24 9.97 3.05 .002
problem

Internalizing problem 49.13 7.21 43.21 8.69 2.89 .004  
Withdrawn 49.71 7.70 46.24 6.18 2.01 .045  
Somatic complaints 48.97 7.71 46.92 6.92 1.14 .256  
Depressed/anxious 48.82 8.27 43.21 8.78 2.90 .004  
Social problem 47.34 9.27 43.84 7.25 1.83 .071  
Thought problem 47.87 5.09 48.53 6.66 -0.48 .630

Externalizing problem 44.89 8.77 41.42 8.09 1.80 .077  
Attention problem 46.76 8.54 42.79 8.32 2.06 .043  
Delinquent behavior 44.74 6.08 44.79 5.46 -0.04 .968  
Aggressive behavior 45.55 8.98 41.71 8.33 1.93 .057  
Sex problem 43.53 16.13 42.53 15.32 0.28 .783  
Emotional lability 39.26 15.20 37.26 14.70 0.58 .562

Table 4. Behavior Problems between Short Stature and Normal
Children

Body image
Variables

Self-esteem KCBCL

r (p) r (p) r (p)

Short Body image 1.000
stature Self-esteem .798 (<.001)*** 1.000

KCBCL .032 (.847) -.086 (.608) 1.000

Normal Body image 1.000
children Self-esteem .707 (<.001)*** 1.000

KCBCL -.370 (.022)* .210 (.207) 1.000

Total Body image 1.000
Self-esteem .769 (<.001)*** 1.000
KCBCL -.290 (.011)* -.216 (.061) 1.000

Table 5. Correlation among Body image, Self-esteem, and Beha-
vior Problems

*p<.05; ***p<.001.



형성은 개인의 정체성, 자기가치감에 향을 주어 개인의 심리

적 적응과 행동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Cho, 2005).

자아존중감도 신체상과 관련이 있는데, 부정적인 신체상 형

성은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향을 주고, 인관계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Park (2002)은 청소년을

상으로 신체상, 자존감, 인 불안과의 연구에서 신체상과 자

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 으며, 신체상과

인 불안, 자존감과 인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Lee, Y. M. (2004)은 신체외모에 한 지각이 부정적일

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 경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im

(2005)은 초등학생을 상으로 외모 만족도, 신체 만족도와 자

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을 조사하여 외모 만족도와 신체 만

족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향을 준다고 보고하 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학교생

활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신장증 아동의 자아

존중감점수는정상아동보다낮았으나유의한차이는없었는데,

Jung 등(2008)은 자신의 키가 큰 편이라고 한 아동이 보통이

나 작은 편이라고 한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의 신장이 저신장

증 아동과 정상 아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추후 일

선 학교에서 저신장증 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의 신장을 사전 조사해볼필요가 있다.

Ross 등(2004)은 특발성 저신장증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후 정서적 문제가 줄어들고 문제행동(CBCL)이 개선되

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Shin (2006)의 연구에서도 키가 작은 저

체중 출생아에게 성장호르몬을 치료한 후 집중력이 올라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문제행동에서는 저신

장증 아동이 정상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어 저신장증 아동의 문제행동에 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제 행동의 하위 역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서

정상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내재화 문제 중 위축과 우

울/불안에서 정상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외현화 문제

에서도 주의집중 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에 한 관심

이 요망된다. 학령기 아동의 위축행동과 불안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인 근면감과 성취감 형성에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어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는 문제여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는 학습장애와

도 연관되어 추후 학업성취도에도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

드시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에서 보면 저신장증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신체적, 사회정서적인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Bannink et al., 2005; Sandberg & Colsmas, 2005)

정상아동에 비해 사회∙정서적 문제가 많으며 문제행동 또한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Ross et al., 2004). Im (2002)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저신장증 아동과 어머니를 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도록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아동과 어머니

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심리적 상황을 질적 연구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Visser-van Balen 등(2006)은 성장호르몬 치료

를 받고 있는 저신장증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능을 조사하여

문제행동(CBCL)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

고, Voss (2006)는성장호르몬치료를받는아동이인지,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있다.

Ulph, Betts, Mulligan과 Stratford (2004)도 작은 키와 관

련하여 인성에 한 것을 조사하 는데 교육이나 직업, 인관

계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뒤따라

야 된다고 보여지며, 신체상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 지

역이나 민족,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

러 연구에서 저신장증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신체상이나 삶의

질에 해 일반 아동과의 차이점을 시사하고 있어(Bannink et

al., 2005; Theunissen et al., 2002) 저신장증 아동과 관련된

사회, 정서적 측면의 여러 가지 요인에 한 검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신체상,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성은 저신장증 아

동과 정상 아동 모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나타내어, 비만 아동을 상으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의 상관성을 보고한 것

(Park, 2000)과 유사한 결과이다. 추후 저신장증 아동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을 확인

함으로써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다.

정상 아동에서 신체상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며, 이는 아동의 외모 만족도와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역상

관성을 보고한 연구(Kim, 2005)와 유사한 결과로, 아동의 신

체상 지각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약 25% 설명하여 두 변수와

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Lee, Y. M., 2004)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저신장증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

감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기존 연구와 차이를 나타낸 것이

일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한 38명의 상자로 인한

상자 편중의 문제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더 필

요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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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저신장증 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문제행

동은 정상 아동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의 하위 역인 위축, 우울/불안이나 주의집중 문

제는 정상아동과 저신장증 아동이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역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일선학교에서는 저신장증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상자를 일 지역에 국한하 으므로 전국 단위의

저신장증 아동을 상으로 한 간호학적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제안한다. 

둘째, 저신장증 아동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신장증 아동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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