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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이차성징으로 인하여 급격한 신체발달을

경험하며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시

기로자신의변화하는신체를현실적이고이상적인신체

에비추어신체상을형성해나가는중요한시기라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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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및 자기역량지각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청소년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였으
며, J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1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신체상은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
귀분석결과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역량지각과 성별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였다(F=10.25, p<.001).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상 확립을 위해 융복합적 자기역량지각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BMI, perception of body shape, 
appearance stres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body imag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body image in the adolesc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0 adolescents in the three middle school 
located J cit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March 15 2017 to March 29 2017.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Statistics 20.0 program. Body image was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body shape, appearance stres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gender predict 21%(F=10.25, p<.001) of body im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vergence self-perceived competence strategy program for establish right body imag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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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체상(Body image)이란 자기 자신의 신체구조와

기능, 외모에대하여갖고있는태도와느낌에대한개인

내적인 경험을 말한다[1]. 청소년기의 신체상 형성은 부

모의 평가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준에 의

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이 접하는 대중매체의

연예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시기에긍정적인신체상을가질수록자존감이

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적극적인 자세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사회성을 높이는데 도움

을주고있다[3]. 반면, 자신의신체상에부정적으로인식

하는경우자신감의결여, 남 앞에나서기를꺼려하고대

인관계에 있어서 점차 소극적이거나 회피하게 되며, 또

래집단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자신의신체에대한왜곡된인식은극단적인체중조절행

위를초래하여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

문에 바람직한 신체상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다[5].

따라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신체상 확립은 신체적, 심리·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한 신체상

이 형성되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 서구

화된 식생활, 운동부족으로 청소년 비만이 점차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비만율이 2007년 6.6%, 2012년 7.6%, 2016년

9.8%로 증가하였으며, 특히여학생보다남학생의비만율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6]. 청소년기의비만은성인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지

는신체적인문제와더불어열등감, 자존감의저하, 부정

적 대인관계 형성, 부정적인 자기 신체상 등의 심리사회

적 문제를 초래한다[7]. 또한 루키즘(Lookism)으로 대변

되는외모지상주의의심화속에서청소년기의비만은교

우관계를어렵게하거나학업성취도가떨어지며, 학교생

활부적응으로이어질수있어[8], 청소년 비만관리는중

요하다.

체형인식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인 인지

로써 청소년의 체형인식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

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9].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미

만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체형이 살이 찐 편이라

고인지한경우가남학생 20.3%, 여학생 27.8%로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6]. 최근 인터

넷의 보편화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

이스북등을통한 SNS가활발해지면서대중매체를통해

보이는늘씬하고마른체형이이상형으로집중되면서자

신의외모와비교하여스트레스를유발한다[10]. 2012 한

국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다음으로

외모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소년기는자신과또래의급격한신체변화로인해외모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모스트레스로 인해 섭식

장애, 자존감 저하, 자기비하등과극적인행동으로이어

지기도한다[10]. 이에 청소년기의신체적, 심리적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변화되어야 한다.

자기역량지각은 청소년기에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이

자신의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자신에대해올바르게평가하고자아상을확립해나가는

것을말한다[12]. 초기 청소년이자신의역량을긍정적으

로지각하게되면환경과상호작용하는능력을적극적으

로 발달시키게 되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은 모든 영역에

서수행가능성을높여자기역량지각을향상시키는것으

로 나타났다[13]. 또한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이 높으면

자존감이증진되고스스로의역량을높게지각하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을높일수있도록부모와교사의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긍정적인 평가와 상호 피드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기역량지각

은부모와교사, 또래등관계형성이중요하며, 학업성취

와자존감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15]. 또한 자기역량

지각은 학교생활 및 이후 사회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6].

이처럼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자기역량지

각을높이고올바른신체상을형성할수있는관리가매

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지금까지국내외연구동향을살펴보면, 청소년의신체

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또래관계, 우울, 자아존중

감, 체질량지수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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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18,19]. 하지만 청소년의 신체상과 긍정적인 자기

개념과 자존감 향상의 자기역량지각과의 관계를 규명하

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기의 신체상 확

립은 성장기에 중요하며 성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

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과의관계를살펴보고, 이들요인이청소년

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

레스및자기역량지각이신체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연구의대상자는 J시소재한 3개중학교에재학중

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연구에참여하고자서면동의한자를선정기준으로

하여, 총 140명을 편의표출하였다. 본연구에 필요한대

상자수는 G-power 3.1.9 program을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증력

(1-β) .90, 예측요인 6개로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였을

때, 총 123명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145부의설문지를배부하였고, 응답에불성실한설문지 5

부를제외한 140부를본연구의최종분석에사용하였으

므로, 본연구의대상자수는적정수준으로판단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29

일까지였다. 먼저 학교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대상자

에게연구의목적및방법, 개인정보의비밀보장, 자발적

인연구참여의동의및거부권리를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충분한설명을들은후연구의목적과내용을이해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지작성에소요되는시간은

10-20분정도였고, 완성한설문지는바로회수용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대

상자들에게 감사의의미로소정의답례품을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본연구의자료는자가응답식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신체

상, 체질량지수(BMI),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

지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학년, 다이어트 경험, 경제수준’으로 구성되었다.

2.3.1 신체상
신체상은 Mendelson과 Whit[20]이 개발한 도구를

Park[21]이 수정한 도구를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2개

문항으로 5개의 부정문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각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Park[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0이였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였다.

2.3.2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BMI)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만도 판정

기준으로 신장(m)의 제곱을 분모로 하고 체중(kg)을 분

자로 한 수치이다.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신장(m)*

신장(m))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산출된 체질량

지수(BMI)는WHO[22]기준인 BMI 18.5kg/m² 미만을저

체중군, BMI 18.5-22.9kg/m²를 표준체중군, BMI

23-24.9kg/m²를 과체중군, 25kg/m² 이상을 비만으로 분

류하였다.

2.3.3 체형인식
체형인식은 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를 ‘매우 마른

체형’에서 ‘비만 체형’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

만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2.3.4 외모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는 Yang[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않다’ 1점, ‘항상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외모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Ya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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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자기역량지각
자기역량지각은 Harter[12]가 개발한 Self-Perception

Competency for Children (SPCC)도구를 Kim[24]이 수

정·보완한것을사용하였다. 이 도구는학업 6문항, 사회

적 수용도 6문항, 운동 6문항, 신체외모 6문항, 행동품행

6문항, 자아가치감 6문항의 영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을높이지각하고있음을의미한다. Kim[24]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신체상, 체

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차이는

t-test 혹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

레스와 자기역량지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신체상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중회귀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에참여한대상자는남학생 70명(50%), 여학생

70명(50%), 1학년 62명(44.3%), 3학년 78(55.7%), 다이어

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명(60%), 60명(40%)으로 나타

났다. 경제수준은중이 122명(87.1%)으로가장많았으며,

현재체질량지수(BMI)는 정상이 78명(55.7%), 저체중 24

명(17.1%), 비만 20명(14.3%), 과체중 18명(12.9%) 순으

로 나타났다. 희망 체질량지수(BMI)는 저체중 113명

(80.7%), 정상 27명(19.3%)으로나타났다. 체형인식은보

통 체형 58명(41.4%), 살찐 체형 55명(39.3%), 비만 체형

15명(10.7%), 조금 마른 체형 12명(8.6%)순으로 나타났

다<Table 1>.

Characteristics
M±SD

Categories n(%)

Gender Male 70(50.0)
Female 70(50.0)

Middle school grade 1 62(44.3)
3 78(55.7)

Dieting experiences Yes 80(60.0)
No 60(40.0)

Economic status High 8(5.7)
Middle 122(87.1)
Low 10(7.1)

Current BMI
(21.77±3.39)

Under weight 24(17.1)
Normal weight 78(55.7)
Over weight 18(12.9)
Obese 20(14.3)

Goal BMI
(18.26±2.69)

Under weight 113(80.7)
Normal weight 27(19.3)

Perception of body
shape

Thin 12(8.6)
Moderate 58(41.4)
Fat 55(39.3)
Very fat 15(10.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0)

3.2 대상자의 신체상,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 정도

대상자의신체상평균점수는 2.54±0.55점(범위 1-4)이

였으며, 체형인식 3.52±0.80점(범위 1-5), 외모스트레스

3.01±0.83점(범위 1-5), 자기역량지각은 2.44±0.43점(범위

1-4)으로 하위영역인 학업 2.42±0.62점, 사회적 수용도

2.11±0.52점, 운동 2.43±0.42점, 신체외모 2.55±0.52점, 행

동품행 2.59±0.48점, 전반적 자아가치감 2.52±0.56점으로

행동품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Variables M±SD Range
Body image 2.54±0.55 1-4
Perception of body shape 3.52±0.80 1-5
Appearance stress 3.01±0.83 1-5
Self-perceived competence 2.44±0.43 1-4
Scholastic excellence 2.42±0.62
Social acceptance 2.11±0.52
Athletic ability 2.43±0.42
Physical appearance 2.55±0.52
Behavioral conduct 2.59±0.48
Overall self-worth 2.52±0.56

<Table 2> Mean Scores for Body Image, Perception 
of Body Shape, Appearance Stress, 
Self-Perceived Competence

(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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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체
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
역량지각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는

<Table 3>와같다.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에따른신체

상은 성별(t=-3.92, p<.001), 체형인식(F=3.24,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Male 2.71±0.52 -3.92(<.001)

Female 2.36±0.52
Middle school
grade

1 2.51±0.50 0.52(.598)
3 2.56±0.60

Dieting
experiences

Yes 2.56±0.54 0.51(.611)
No 2.51±0.55

Economic status
High 2.86±0.38 1.47(.232)
Middle 2.52±0.54
Low 2.50±0.63

Current BMI
(21.77±3.39)

Under weight 2.57±0.45 2.21(.089)
Normal weight 2.67±0.57
Over weight 2.52±0.55
Obese 2.32±0.58

Goal BMI
(18.26±2.69)

Under weight 2.57±0.50 0.09(.075)
Normal weight 2.24±0.59

Perception of
body shape

Thin 2.68±0.22 3.24(.024)
Moderate 2.68±0.54
Fat 2.40±0.55
Very fat 2.38±0.57

*p<.05, ***p<.001

<Table 3> Differences of Body Imag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0)

3.4 대상자의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

스, 자기역량지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한결과는다음과같다<Table 4>. 신체상

은 자기역량지각(r=.41, p<.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체형인식(r=-.23, p<.001), 외모스트레스(r=-.29,

p<.001), 체형인식(r=-.23, p<.01)에 유의한음(-)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체형인식(r=.47, p<.001)

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체형인식은 외모 스트레스

(r=.17, p<.05)에 유의한양(+)의 상관관계를자기역량지

각(r=-.17, p<.05)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스트레스는 자기역량지각(r=-.47, p<.001)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기역량지각은 신체상

(r=41, p<.001)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체형인식

(r=-.17, p<.05), 외모스트레스(r=-.47, p<.001) 유의한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ody
Image

BMI
Perception
of Body
Shape

Appearan
ce Stress

Self-
Perceived
Competen
ce

r(p) r(p) r(p) r(p) r(p)
Body Image 1

BMI
-.08
(.360)

1

Perception of
Body Shape

-.23
(.007)

.47
(<.001)

1

Appearance
Stress

-.29
(<.001)

.02
(.816)

.17(.048) 1

Self-Perceived
Competence

.41
(<.001)

-.13
(.134)

-.17(.047)
-.47
(<.001)

1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BMI, 
Perception of Body Shape, Appearance 
Stress, Self-Perceived Competence   

(N=140)

3.5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결과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다중공선성확인결과공차한계는 0.72-0.94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5-1.37의 범위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수있었다.잔차의독립성검정을위해Durbin-Watson

값을구한결과 1.55으로 2에 가까워자기상관의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성별(β=.20, p=.015), 자기역량지각(β=.28,

p=.002)이 신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1%였다(F=10.25, p<.00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0 0.45 4.03 <.001

Gender(ref.=Male) 0.22 0.08 .20 2.46 .015
BMI 0.02 0.06 .04 0.48 .631
Perception of Body Shape -0.10 0.06 -.15 -1.71 .088
Appearance Stress -0.06 0.05 -.09 -0.99 .323
Self-Perceived
Competence

0.37 0.11 .28 3.24 .002

Durbin-Waston =1.56, F=10.25, p<.001, Adjusted R2= .210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Body Image   
(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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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연구는청소년의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

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관계를파악하고, 각변수들

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상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신체상은 평균 2.54±0.55점(범

위 1-4)으로중정도를나타냈다. 이는본연구와같은도

구로 청소년의 신체상을 측정한 Park[21]의 2.54점,

Park[3]의 2.53점으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체상을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남학생이여학생보다신체상에대한점수가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19]. 또한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며, 남학생의 경우 신체상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8]. 청

소년이자신의외모와건강에대한신체상을긍정적으로

지각하고부모와개방적인의사소통을할수록자기자신

을가치롭게느껴긍정적인신체상이자아가치감을높이

는것으로나타났다[25]. 하지만신체상에불만족일경우

사회적상황이나대인관계에서자신을잘표현하지못하

고 소극적 대처와 학교생활에 부적응, 열등의식,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기도 한다[26].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

체적 급성장으로 신체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신체상을건강한이미지와함께긍정적이미지로

묘사되도록매스미디어의보편적노출과함께다양한사

회문화적 의식 변화가 요구되며[27], 청소년이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대처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신체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성별’, ‘자기역량지각’이였으며, 그 중 자기역

량지각은 대상자의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나타났다. 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청소년의신체상

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기역량지각의 변수와 함께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 비

교는어렵지만, 자기역량지각의하위영역으로학업, 사회

적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아가치감으로행

동품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청소년의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에서 행동품행이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

동품행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생각

하고 상호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는 것으로[28].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업역량은 학업수행이나 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의미하고,

사회적수용도는또래로부터사회적인수용이된다고생

각하는 것을 뜻하며, 운동역량은 운동이나 게임 또는 실

외활동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

한다[24]. 신체외모는자신의키, 몸무게, 얼굴모습등자

신의신체에만족하는지를의미하고, 행동품행은자신의

행동방식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말하며, 자존감은

자신의전반적인가치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지를측정

하는것을의미한다[24]. 선행연구에의하면, 자기역량지

각은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행동적, 전반적 자아가치감

에 대한 자아 평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의 자기역량지각에는 부모나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청소년의 자기역

량지각은자존감이높을수록자신의체중에대해만족하

고자신의외모에대해긍정적인느낌을가지며다른사

람들이자신의신체를긍정적으로평가할것이라고하였

다[19]. 또한 청소년의자기역량지각이높으면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29]. 본연구와대상자가

같은중학교 1학년과 3학년학생으로자기역량지각이높

으면우울을낮추고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스스로의역량을높게지각할수있도록돕는것

이필요하다고하였다[14]. 초기 청소년을대상으로자기

역량지각은학년과부모애착이높을수록자신을더긍정

적으로지각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기역량지각의하

위영역에서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결과를보였다[30]. 이는 초기청소년이청소년보

다또래및친구관계형성을더중요시여기는것으로생

각된다.

본 연구결과 성별은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따르면, 청소년의신체상은남학

생이여학생보다높은것으로[19,31] 본연구결과를지지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

와체형에관심도가높고민감하게인식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남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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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으며, 신체상의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구체적인 자신의 신체부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8]. 또한 남학생은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에

모두 자아가치감을 지각하는데 의미 있는 변인이었고,

여학생은남학생보다자신의외모에대해더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외모신체상만에의미를두었고건강신체

상은중요하게지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25].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외모에 대한 신체상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춘기 남학생 청소년

들도 여학생 못지않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을

알수있는데, 여학생들이마른체형을갖고싶어하는것

과 달리 남학생들은 근육증가, 체중감소의 관심증가로

신체상점수가여학생과비슷한수준으로증가한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32].

청소년의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가신체

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신체상에 체형인식은 부적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형인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검증된도구가없어한문항으로된질문을통

해체형인식을측정하였기때문에추후연구를통해체형

인식에대한신뢰도와타당도가확보된도구를이용하여

청소년의신체상과체형인식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

다. 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는청소년의신체상에체질량

지수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18,19,31] 본연

구에서는 학생의 체질량지수가 표준 체중이 70%이상으

로 나타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정상체중과비만을구분한반복연구를통해이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청소년의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자기역량지각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역량지

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

상 확립을 위해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

를유지하고자신에대해올바르게평가하는자기역량지

각의 변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도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본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으며다양한

지역의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신체상에

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저체중에서비만인청소

년을 분류한 반복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셋째, 후

속연구에서는다변요인의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 주요변수를 사용한 구조

모형 분석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신체상은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받으므로 올바른 신체상 확립을

위한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효과를검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연구는청소년의신체상, 체질량지수, 체형인식, 외

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의관계를파악하고이들의신

체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고청소년의올바른

신체상확립을위한융복합적중재프로그램개발의기초

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청소년의신체상은체형인식, 외모스트레스,

자기역량지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신체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자기역량지각과

성별로이들의설명력은 21%였다. 따라서청소년의올바

른 신체상 확립을 위한 자기역량지각강화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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