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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비만도와 주관적 체형인식 간의 차이가
영양소 섭취와 체중조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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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body shape discordance, the difference between true
body type based on body mass index (BMI) and self-recognized body image, on nutrient intake, weight control attempt,
and mental health in Korean adults. Methods: Subjects were persons aged 19~64 years (4,382 men and 6,226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2010~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ubjects were categorized as RL
(Group recognized as lighter than BMI criteria), RA (Group with agreement between BMI criteria and self-recognized body
image), and RH (Group recognized as heavier than BMI criteria)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body type
based on BMI and self-recognized body image. Results: Means of BMI in RH groups were lower than or equal to that of RA
groups in all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tal energy intake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in men, but
total energy intake was higher in the RL group than in the RH group in 30~49 year old women. Proportion of carbohydrate
was the highest in the RL group among 30~49 year old women. RH groups paid more attention to weight control and had
less weight gain than other groups. Higher proportion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reported in the RH group in 19~29
year old men, while a higher proportion of depressive symptoms were reported in the RL group in 50~64 year old men.
Conclusion: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an association of perceiving body shape with energy intake, weight control
attempt, or depressed mood in some age groups. Body image perception can influence eating, weight control attempt, and
depressed mood, therefore proper body image percep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Korean adults.
KEY WORDS: self-recognized body image, actual body condition, nutrient intake, weight control, mental health

서

론

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가 지나면서 더욱 심화되었
다.1 이러한 사회적 영향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모

1960년대에는 넉넉한 뱃살을 가진 여성을 미인으로 보
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서구화가 유입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1988년 올림픽의 개최 전후로 여성

습이 사람들이 바라는 외형의 기준이 되면서2-4 자신의 체

의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 외모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

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 간의 불일

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
라 자신의 실제 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 간에 불일치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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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무리한 운동과 식이요법 같은 문제 및5-7 자존감 하락,
8-9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

내고 있다.

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참여한 만 19~64세 성인 14,857명 중 영양소 섭
취,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진단

국외의 Rawana 등8과 Van den berg 등9의 연구에서 체형

받은 적 있는 대상자 2,927명 (고혈압 1,824명, 당뇨병 362

의 불일치가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우울감을 증가시킨다

명, 이상지혈증 479명, 각종 암 248명, 신부전 14명)과 체질

10

고 보고하였고, Fan 등 의 연구에서 체중을 감소하기 위

량지수 측정 또는 주관적 체형인식 조사가 되지 않은

한 시도는 정상체중에서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군이

1,322명을 제외한 총 10,6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
구대상자는 남자 4,382명 (19~29세 818명, 30~49세 2,379
명, 50~64세 1,185명)과 여자 6,226명 (19~29세 1,214명,
30~49세 3,389명, 50~64세 1,623명)으로 체질량지수 (BMI)

42.6%, 정상체중임에도 체형을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군
이 91.5%로 체형불일치 군이 더 많았으며 주로 식이요법
과 운동으로 체중감량을 시도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다수의 20대 여성들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저체중인 여성
들도 체중조절에 관심을 갖고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보
고도 있었다.11 Neumark-Sztainer 등12의 연구에서 체형의
불일치가 심할수록 단식을 하거나 식사 대체 식품을 섭취
하고 구토 완화제, 이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
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
데, 국내에서도 Kim 등4의 연구에서 82.7%에 해당하는 학
생들이 체중조절을 시도하거나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다.
또한, Lim 등13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형을 비
만하다고 인식할 경우 우울감을 더 느꼈으며 Jang 등14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형의 불만족은 자존감
을 하락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체중이 높아도 정상으
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15 또한 중년층은 먹을 것이 부족
했던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뚱뚱한 것이 후덕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는 다른 체형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보고도 있어서2 남녀 및 연령군에 따른
체형의 불일치가 영양소 섭취상태, 체중조절 및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만 19~64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산출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한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을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
을 실제 체형보다 마르게 인식, 실제체형으로 인식, 뚱뚱하
게 인식하는 군으로 분류하여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
식의 차이가 영양소 섭취, 체중조절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에 따른 체중군별 분포와 주관적 체형인식 간의 차이를 기
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BMI에 따른 체중군은
남, 여로 나눈 최종 연구대상자에서 각각 저체중군 (BMI <

18.5), 정상군 (18.5 ≤ BMI < 25.0)과 비만군 (25.0 ≤ BMI)
으로 분류하였다.16 주관적 체형인식은 국민건강조사의
건강설문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을 이용하여 남, 여 각각 마
른 편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비만인 편 (‘약
간 비만’, ‘매우 비만’)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자
와 여자의 실제 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이 일치하는 군과
불일치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BMI를 기
준으로 체형을 분류한 체중군 보다 마르게 인식하는 대상
을 RL군 (group of recognized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으로 하였고, BMI를 기준으로 체형을 분류한 군
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대상을 RA군 (group of agreement
between actual body condition and self-recognized body
image)으로 명명하였고, BMI를 기준으로 한 체형보다 무
겁게 인식하는 대상을 RH군 (group of recognized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으로 하였다.

일반사항
대상자의 일반사항, 신체적 건강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영양소 섭취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남녀 각각 연령에 따라 나눈 세 그룹 (19~29세,

30~49세, 50~64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 사항 중 거주지, 소득, 교육수준, 흡연과 음주 문항은 건
강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거주지는 도
시 (동), 농촌 (읍 ·면)으로 분류하였고, 소득 문항은 가구 소
득 사분위수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
문항을 사용해 흡연함 (피움, 가끔 피움), 흡연하지 않음 (과
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비해당)으로 재분류하였
다. 음주의 경우 1년간 음주빈도 문항을 통해 마시지 않음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비해당), 월 4회 이하 (월 1
회 미만, 월 1회 정도, 월 2~4회), 주 2회 이상 (주 2~3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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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 4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트륨, 칼륨 등이며 에너지에 따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체질량 지수 (BMI)는 검진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

의 섭취 비율을 제시하였다.

였으며 그 중 체질량 지수는 측정된 체중 (kg)을 신장 (m2)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모든 자료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3, SAS

신체적 건강 요인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민

신체적 건강요인은 건강설문조사에서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1년간 체중 증가, 유지, 감소를 위한 시도 여부, 운동
정보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식 문항은 마른 편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비만인 편 (약간 비만, 매우 비
만임)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1년 동안의 체중 변화 여부는
변화 없음, 체중 감소, 체중 증가로 분류하였고, 1년간 체중
조절 여부는 체중 감소 노력, 체중 유지 노력, 체중 증가 노
력, 체중 조절 노력해본 적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운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날의 일수로 전혀 운
동하지 않음, 일주일에 1~2일, 일주일에 3~4일, 일주일에

5~7일로 재분류하였다.

정신적 건강 요인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평소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 유병
여부,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 정보를 사용하였다. 평소

건강영양조사는 여러 단계의 층화를 거친 복합 표본설계
(complex survey design)로 이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집
락추출 변수, 분산추정층, 조사 부문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사항 및 영양소섭취 문항에서 연속형 변
수는 평균 ± 표준오차로 제시했고, BMI에 따른 체중군별
분포와 주관적 체형인식 간의 차이로 분류된 세 집단 간 평
균 비교는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이후 Tukey 사후검증을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세 집단 간 빈도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다.
BMI에 따른 체중군별 분포와 주관적 체형인식 간의 차
이가 각각의 요소들과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총 에
너지 섭취량에서 3대 주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성은 p <
0.05로 판정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고스트레스군 (대단히 많이 느낀다,

결 과

많이 느끼는 편이다), 저스트레스군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울증 유병여부

일반사항

와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는 있음, 없음으로 나누었다.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RL,

영양소 섭취

RA, RH군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영양소 섭취상태 자료는 영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남자의 RH군 비율은 19~29세, 30~49세, 50~64세 12.1%,

24시간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개인별 24시간 회상조사
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 1일 전 식품섭취내용을 직접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로부터 산출된 식품 및 영양
소 섭취량을 이용하였다.14 본 연구에서 이용한 영양소는
에너지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

9.5%, 10.0%였고, 19~29세에서 RH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RL군의 비율은 19~29세, 30~49세, 50~64세에서
26.0%, 24.2%, 28.8%였다. 여자에서 RH군의 비율은
19~29세 31.2%, 30~49세 29.0%, 50~64세 20.3%로 RH군
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9세였으며, RL군의 비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tudy subject by sex and age
Men
RL
19 ~ 29 yr

1)

204 (26.0)

Women

RA

RH

Total

RL

RA

RH

Total

514 (61.9)

100 (12.1)

818

53 (3.9)

786 (64.9)

375 (31.2)

1,214

30 ~ 49 yr

570 (24.2)

1,580 (66.3)

229 (9.5)

2,379

202 (5.7)

2,168 (65.3)

1,019 (29.0)

3,389

50 ~ 64 yr

333 (28.8)

737 (61.2)

115 (10.0)

1,185

234 (14.6)

1,053 (65.1)

336 (20.3)

1,623

Total

1,107

2,831

444

4,382

489

4,007

1,730

6,226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1) N (%)

Men
Characteristics

19 ~ 29 yr

30 ~ 49 yr

p1)

50 ~ 64 yr
p

p

RL

RA

RH

RL

RA

RH

RL

RA

RH

204 (26.0)

514 (61.9)

100 (12.1)

570 (24.2)

1,580 (66.3)

229 (9.5)

333 (28.8)

737 (61.2)

115 (10.0)

Height (cm)

175.5 ± 0.53)

175.0 ± 0.3

173.7 ± 0.6

0.061

172.1 ± 0.3

172.4 ± 0.2

172.3 ± 0.4

0.6842

168.2 ± 0.5

168.2 ± 0.3

168.8 ± 0.6

0.572

Weight (kg)

64.5 ± 0.5a

76.2 ± 0.8c

71.7 ± 0.7b

< .0001

65.7 ± 0.4a

75.0 ± 0.3c

71. 3 ± 0.4b

< .0001

63.8 ± 0.5a

68.3 ± 0.8b

68.6 ± 0.7b

< .0001

BMI (kg/m²)

20.9 ± 0.1a

24.8 ± 0.2c

23.7 ± 0.1b

< .0001

22.2 ± 0.1a

25.2 ± 0.1c

24.0 ± 0.1b

< .0001

22.5 ± 0.2a

24.1 ± 0.1b

24.1 ± 0.1b

< .0001

a

b

b

< .0001

a

c

b

< .0001

a

b

86.6 ± 0.6c

< .0001

N2)
Anthropometric measurement

WC (cm)

74.7 ± 0.3

85.5 ± 2.0

81.5 ± 0.5

78.5 ± 0.4

86.3 ± 0.3

83.8 ± 0.4

81.2 ± 0.5

85.2 ± 0.4

4)

BMI (kg/m²) N
BMI < 18

18 ≤ BMI < 25
BMI ≤ 25

-

37 (6.8)

-

-

47 (3.1)

1 (0.7)

-

29 (4.3)

1 (0.5)

185(91.2)

263 (50.8)

100 (100)

440(74.9)

721 (45.3)

228 (99.3)

239 (70.1)

448 (62.7)

114 (99.5)

19(8.8)

214 (42.4)

-

130(25.1)

812 (51.6)

-

94 (29.9)

260 (33.0)

-

-

-

-

11 (2.8)

21 (2.0)

-

82 (25.4)

141 (19.1)

22 (22.8)

Education status
Elementary or lower
Middle school

-

-

0.101

3 (1.2)

9 (2.7)

3 (3.7)

21 (4.8)

67 (5.0)

6 (3.5)

82 (26.7)

146 (20.6)

18 (19.8)

High school

139 (70.8)

329 (67.0)

57 (57.2)

234 (45.7)

542 (37.0)

77 (38.6)

98 (31.1)

269 (38.6)

41 (33.1)

College or higher

62 (28.0)

175 (30.3)

40 (39.1)

302 (46.7)

941 (55.9)

144 (57.9)

71 (16.8)

177 (21.7)

34 (24.2)

14 (8.6)

55 (12.3)

5 (4.6)

43 (9.0)

81 (6.0)

11 (5.1)

39 (13.1)

74 (10. 7)

13 (14.0)

Household income
Low

0.037

0.021

0.232

Low-middle

53 (27.5)

134 (26.9)

23 (21.0)

169 (33.3)

388 (27.1)

58 (27.0)

92 (24.5)

186 (26.4)

17 (17.3)

Middle-high

70 (36.0)

175 (34.3)

28 (29.5)

189 (31.5)

566 (35.5)

78 (32.4)

98 (33.8)

196 (27.6)

32 (29.0)

High

66 (27.9)

144 (26.5)

44 (44.9)

164 (26.2)

529 (31.4)

82 (35.5)

101 (28.5)

271 (35.3)

52 (39.7)

Urban

182 (87.1)

462 (86.7)

87 (85.8)

475 (79.8)

1,355 (83.7)

204 (88.3)

239 (72.0)

548 (74.2)

87 (76.3)

Rural

22 (12.9)

52 (13.3)

13 (14.2)

95 (20.2)

225 (16.3)

25 (11.7)

94 (28.0)

189 (25.8)

28 (23.7)

78 (37.5)

235 (48.2)

47 (48.6)

342 (62.9)

820 (53.4)

120 (53.1)

140 (45.6)

289 (43.2)

36 (37.0)

14 (7.4)

27 (5.6)

7 (6.2)

43 (7.3)

152 (11.0)

11 (4.6)

58 (18.0)

99 (14.1)

18 (14.2)

≤ 4 times/month

143 (71.9)

357 (69.1)

69 (73.6)

297 (49.9)

814 (50.4)

118 (53.1)

129 (39.1)

311 (40.2)

40 (25.4)

≤ 2 times/week

47 (20.7)

128 (25.3)

23 (20.1)

228 (42.8)

607 (38.6)

96 (42.3)

144 (42.9)

325 (45.7)

57 (60.4)

Region

0.964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0.058

Alcohol intake
None

0.057

0.714

0.003

0.653

0.413

0.023

0.044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1) P-value was analyzed b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2) N (%) 3) Mean ± SE 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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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and age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and age (continued)
Women
Characteristics

N2)

19 ~ 29 yr

30 ~ 49 yr

p1)

50 ~ 64 yr
p

RL

RA

RH

RL

RA

53 (3.9)

786 (64.9)

375 (31.2)

202 (5.7)

161.4 ± 0.93) 161.4 ± 0.2

161.8 ± 0.3

RH

2,168 (65.3) 1,019 (29.0)

p
RL

RA

RH

234 (14.6)

1,053 (65.1)

336 (20.3)

Anthropometric measurement
Height (cm)

a

b

159.2 ± 0.2

c

58.8 ± 0.3

b

57.8 ± 0.2

20.8 ± 0.3a

23.2 ± 0.1c

22.8 ± 0.1b

a

c

b

52.4 ± 0.7

< .0001
< .0001

56.1 ± 0.5

BMI (kg/m²)

19.4 ± 0.2a

21.5 ± 0.2b

21.5 ± 0.1b

a

b

b

71.7 ± 0.4

159.2 ± 0.1

a

< .0001

50.6 ± 0.7
66.7 ± 0.8

158.8 ± 0.5

56.4 ± 0.4

Weight (kg)
WC (cm)

0.686

b

71.4 ± 0.4

71.1 ± 0.8

76.8 ± 0.3

76.0 ± 0.2

155.4 ± 0.2a 156.9 ± 0.3b

0.0002

< .0001

a

53.8 ± 0.1

58.2 ± 0.3b

58.0 ± 0.3b

< .0001

< .0001

22.2 ± 0.3a

24.1 ± 0.1c

23.6 ± 0.2b

< .0001

< .0001

a

b

79.9 ± 0.3a

< .0001

0.739

155.6 ± 0.5ab

76.3 ± 0.8

80.4 ± 0.4

4)

BMI (kg/m²) N
BMI < 18

18 ≤ BMI < 25
BMi ≤ 25

-

160 (20.5)

68 (20.0)

-

168 (7.0)

54 (5.3)

-

33 (3.0)

2(0.7)

50 (97.4)

453 (57.4)

307 (80.0)

176 (84.4)

1314 (58.7)

965 (94.7)

162 (69.6)

612 (57.5)

334 (99.3)

3 (2.6)

173 (22.1)

-

26 (15.6)

686 (34.3)

-

72 (30.4)

408 (39.5)

-

-

3 (0.4)

1 (0.4)

8 (6.5)

48 (3.1)

15 (1.9)

106 (44.4)

391 (38.3)

110 (32.6)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

0.002

0.067

1 (2.9)

14 (2.2)

5 (1.9)

18 (9.9)

103 (6.1)

34 (4.3)

48 (21.5)

245 (25.9)

69 (22.0)

High school

22 (38.3)

368 (50.6)

182 (49.4)

81 (45.0)

973 (47.9)

435 (45.0)

50 (23.0)

308 (27.4)

112 (33.0)

College or higher

30 (58.8)

396 (46.8)

187 (48.3)

95 (38.6)

1,043 (42.9)

533 (48.8)

28 (11.1)

105 (8.4)

45 (12.5)

8 (16.9)

56 (9.4)

29 (9.5)

13 (9.2)

135 (7.9)

46 (5.4)

45 (19.2)

166 (15.2)

29 (8.4)

Household income
Low

0.775

0.136

< .0001

Low-middle

16 (27.8)

181 (25.9)

89 (25.2)

49 (27.5)

593 (30.9)

243 (27.2)

66 (29.2)

264 (26.9)

81 (24.6)

Middle-high

10 (22.0)

255 (31.8)

119 (32.6)

71 (34.9)

732 (31.7)

361 (35.9)

63 (28.3)

306 (30.4)

76 (22.4)

High

19 (33.3)

285 (32.8)

133 (32.6)

66 (28.5)

691 (29.5)

358 (31.4)

58 (23.3)

306 (27.5)

145 (44.6)

Urban

48 (93.9)

705 (87.7)

338 (90.7)

172 (81.0)

1,868 (84.8)

905 (87.6)

166 (73.8)

823 (77.9)

274 (78.1)

Rural

5 (6.1)

81 (12.3)

37 (9.3)

30 (19.0)

300 (15.2)

114 (12.4)

68 (26.2)

230 (22.1)

62 (21.9)

3 (6.3)

81 (11.5)

47 (13.5)

9 (3.8)

135 (8.2)

63 (6.7)

9 (6.2)

38 (5.0)

19 (10.3)

None

12 (17.5)

132 (16.9)

43 (11.1)

66 (31.2)

514 (23.7)

202 (19.6)

94 (35.2)

398 (37.2)

130 (37.5)

≤ 4 times/month

37 (73.0)

563 (72.4)

284 (76.5)

118 (60.4)

1,386 (63.2)

684 (66.9)

123 (55.2)

580 (55.8)

178 (54.4)

≤ 2 times/week

3 (9.4)

85 (10.7)

44 (12.4)

17 (8.5)

255 (13.0)

128 (13.6)

15 (9.6)

70 (7.0)

26 (8.0)

Region

0.194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0.118

0.400

Alcohol intake

0.520

0.072

0.262

0.060

0.023

0.862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1) P-value was analyzed b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2) N (%) 3) Mean ± SE 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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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or lower

Men
19 ~ 29 yr

30 ~ 49 yr

RL (N = 204)

RA (N = 514)

RH (N = 100)

Mean ± SE

Mean ± SE

Mean ± SE

p1)

RL (N = 570)
Mean ± SE

50 ~ 64 yr

RA (N = 1,580) RH (N = 229)
Mean ± SE

Mean ± SE

p

RL (N = 333)

RA (N = 737)

RH (N = 115)

Mean ± SE

Mean ± SE

Mean ± SE

p

Nutrient intake
Total energy (kcal/day)

2,691.5 ± 99.82) 2,540.5 ± 70.3 2,464.4 ± 143.5 0.307

2,613.9 ± 52.5

2,583.5 ± 31.4 2,419.7 ± 86.0 0.134

2,524.7 ± 66.5 2,401.6 ± 41.2 2,290.9 ± 121.0 0.155

381.3 ± 11.8b

351.6 ± 7.9a

327.2 ± 19.0a

0.016

382.2 ± 7.7

372.3 ± 4.0

350.5 ± 11.7

0.068

384.7 ± 9.6

368.1 ± 6.2

359.1 ± 18.6

0.267

Protein (g)

103.6 ± 6.0

95.7 ± 3.0

95.0 ± 6.5

0.454

96.5±2.8

96.5 ± 1.5

89.4 ± 3.9

0.203

90.0 ± 3.5

85.9 ± 1.9

83.5 ± 6.2

0.530

Fat (g)

72.6 ± 4.2

67.0 ± 2.5

69.0 ± 5.2

0.510

59.3 ± 2.2

59.8 ± 1.2

58.4 ± 3.7

0.926

44.8 ± 2.7

44.1 ± 1.5

38.7 ± 3.6

0.341

Dietary fiber (mg)

7.6 ± 0.4b

6.8 ± 0.2a

6.3 ± 0.5a

0.048

8.9 ± 0.3

8.4 ± 0.2

8.6 ± 0.7

0.407

9.0 ± 0.4

8.6 ± 0.2

9.2 ± 0.9

0.627

558.3 ± 19.1

540.9 ± 37.5

0.892

613.0 ± 11.1

573.6 ± 32.5

0.448

601.5 ± 29.6

588.6 ± 15.5

564.9 ± 50.8

0.818

Carbohydrate (g)

Calcium (mg)
Phosphorus (mg)
Iron (mg)

561.7 ± 26.6
1,468.8 ± 55.5
16.8 ± 0.9

1,407.8 ± 35.1 1,352.4 ± 75.3 0.900
16.0 ± 0.5

14.4 ± 1.1

0.234

619.5 ± 19.2
1,518.9 ± 34.4
17.9 ± 0.5

1,504.7 ± 18.4 1,384.1 ± 54.9 0.086
18.2 ± 0.4

18.7 ± 1.2

0.817

1,445.1 ± 42.4 1,401.9 ± 26.1 1,337.6 ± 88.5
19.3 ± 1.2

18.2 ± 0.5

19.0 ± 2.1

0.485
0.678

Sodium (mg)

5,907.1 ± 290.7 5,535.2 ± 174.3 5,333.7 ± 418.1 0.431

6,567.1 ± 209.6 6,608.6 ± 127.5 6,117.5 ± 258.6 0.235 6,265.9 ± 233.1 6,050.2 ± 153.4 6,561.9 ± 580.8 0.575

Potassium (mg)

3,513.8 ± 154.3 3,284.3 ± 83.4 3,100.5 ± 185.6 0.191

3,830.5 ± 99.1

3,723.5 ± 49.0 3,585.5 ± 155.6 0.387 3,633.6 ± 111.4 3,537.9 ± 73.7 3,599.9 ± 255.7 0.766

% of macronutrients from energy intake
Carbohydrate (%)

60.6 ± 0.8

59.9 ± 0.6

57.7 ± 1.3

0.163

63.8 ± 0.6

62.7 ± 0.3

62.8 ± 0.9

0.213

67.9 ± 0.9

67.2 ± 0.5

68.8 ± 1.1

0.381

Protein (%)

15.5 ± 0.5

15.9 ± 0.3

16.5 ± 0.6

0.470

15.5 ± 0.3

15.9 ± 0.2

15.4 ± 0.3

0.271

15.4 ± 0.3

15.5 ± 0.2

15.4 ± 0.5

0.962

Fat (%)

23.9 ± 0.7

24.1 ± 0.5

25.8 ± 1.0

0.227

20.7 ± 0.5

21.4 ± 0.3

21.7 ± 0.8

0.280

16.7 ± 0.7

17.3 ± 0.4

15.8 ± 0.9

0.293

Women
19 ~ 29 yr

30 ~ 49 yr

RL (N = 53)

RA (N = 786)

RH (N = 375)

Mean ± SE

Mean ± SE

Mean ± SE

p1)

RL (N = 202)
Mean ± SE

50 ~ 64 yr

RA (N = 2,168) RH (N = 1,019)
Mean ± SE

Mean ± SE

p

RL (N = 234)
Mean ± SE

RA (N = 1,053) RH (N = 336)
Mean ± SE

Mean ± SE

p

Nutrient intake
Total energy (kcal/day)
Carbohydrate (g)
Protein (g)
Fat (g)
Dietary fibre (mg)
Calcium (mg)
Phosphorus (mg)
Iron (mg)

1,905.1 ± 114.12) 1,833.1 ± 35.5 1,729.4 ± 46.9 0.177
301.2 ± 20.7

267.8 ± 4.8

255.4 ± 7.4

1,891.9 ± 60.0b 1,777.9 ± 18.2b 1,695.0 ± 25.1a 0.002

0.108

320.4 ± 10.2c

288.2 ± 3.0a

274.8 ± 4.3b < .0001

1,797.4 ± 53.0 1,698.7 ± 30.4 1,648.8 ± 41.8

0.094

324.5 ± 9.2a

304.0 ± 6.1a

294.5 ± 8.3a

0.048

71.1 ± 5.5

68.5 ± 2.0

64.5 ± 2.2

0.300

69.7 ± 3.2b

67.1 ± 0.9b

62.9 ± 1.2a

0.006

60.4 ± 2.9

59.3 ± 1.2

57.5 ± 1.6

0.559

45.3 ± 3.6ab

51.7 ± 1.7a

46.7 ± 1.7ac

0.046

37.8 ± 1.9

39.5 ± 0.7

38.4 ± 0.9

0.517

28.7 ± 1.9

29.6 ± 0.9

28.8 ± 1.2

0.841

6.2 ± 0.7

5.4 ± 0.2

5.6 ± 0.4

0.436

8.4 ± 1.1

7.0 ± 0.2

6.9 ± 0.2

0.362

7.9 ± 0.5

8.2 ± 0.3

8.4 ± 0.4

0.760

452.6 ± 38.5

449.7 ± 12.6

423.1 ± 16.1

0.410

506.9 ± 25.6

505.5 ± 9.2

487.6 ± 14.4

0.546

446.9 ± 23.9

498.8 ± 14.2

489.4 ± 20.7

0.178

1,115.5 ± 79.5

1,021.7 ± 19.9

966.2 ± 28.9

0.112

13.2 ± 1.1

12.0 ± 0.3

11.4 ± 0.5

0.281

1,178.4 ± 49.5b 1,102.0 ± 12.6b 1,043.0 ± 17.0a 0.002
14.9 ± 1.0

14.0 ± 0.3

13.1 ± 0.4

0.087

1,054.5 ± 40.7 1,063.2 ± 20.8 1,024.2 ± 26.7
14.9 ± 0.9

14.9 ± 0.4

15.3 ± 0.7

0.501
0.903

Sodium (mg)

4,441.2 ± 317.7 4,057.5 ± 111.4 3,981.6 ± 181.1 0.423 4,590.8±216.2ab 4,710.9 ± 85.3b 4,275.6 ± 97.2a 0.003 4,299.1 ± 240.5 4,331.3 ± 146.6 3,913.2 ± 163.2 0.140

Potassium (mg)

2,809.7 ± 187.4 2,512.3 ± 53.0 2,465.1 ± 85.6 0.271

3,143.9 ± 172.8 2,905.1 ± 42.1 2,872.1 ± 70.3 0.354 3,008.2 ± 149.9 3,009.7 ± 66.9 3,006.2 ± 106.2 0.999

% of macronutrients from energy intake
Carbohydrate (%)

63.3 ± 1.5

60.4 ± 0.5

60.8 ± 0.6

0.162

68.2 ± 0.8b

65.5 ± 0.3a

65.3 ± 0.4a

0.004

72.9 ± 0.9

71.3 ± 0.4

70.9 ± 0.7

Protein (%)

15.3 ± 1.0

15.0 ± 0.2

15.1 ± 0.3

0.912

14.4 ± 0.3

15.1 ± 0.1

14.9 ± 0.2

0.142

13.3 ± 0.3

13.8 ± 0.1

13.9 ± 0.3

0.302

Fat (%)

21.4 ± 1.2a

24.6 ± 0.5b

24.1 ± 0.5ab

0.028

17.4 ± 0.6a

19.4 ± 0.2b

19.8 ± 0.3b

0.001

13.9 ± 0.7

15.0 ± 0.3

15.4 ± 0.5

0.197

0.147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tio(%), proportion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from total energy intake
1) P-value was analyzed by ANOVA test .
2)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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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 intake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and age

Table 4. Weight related indexes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and age
Men
19 ~ 29 yr
RL (N = 204) RA (N = 514) RH (N = 100)
Experience of weight management

30 ~ 49 yr
RL (N = 570) RA (N = 1,580) RH (N = 229)

< .0001
15 (6.7)2)

196 (39.2)

60 (54.8)

Maintenance

36 (16.4)

99 (18.7)

Weight gain

69 (34.3)

40 (8.4)

None

84 (42.6)

Weight gain

130 (65.2)

Weight reduction
No change

Weight reduction

p1)

p

50 ~ 64 yr
RL (N = 333)

RA (N = 737) RH (N = 115)

< .0001
681 (42.7)

119 (51.5)

12 (11.8)

85 (15.5)

256 (15.8)

3 (2.1)

115 (20.0)

60 (4.0)

179 (33.8)

25 (31.3)

301 (52.6)

213 (40.6)

34 (34.5)

40 (18.8)

76 (13.6)

34 (16.0)

225 (45.8)

None

116 (57.3)

272 (53.9)

1~2

40 (19.7)

3~4

16 (6.5)

5~6

32 (16.5)

38 (13.1)

225 (27.7)

58 (47.5)

31 (13.0)

71 (23.0)

151 (20.8)

19 (16.1)

2 (1.6)

56 (16.2)

32 (4.5)

-

583 (37.5)

77 (34.0)

168 (47.7)

329 (47.0)

38 (36.4)

421 (71.8)

1,035 (64.1)

140 (58.7)

264 (76.7)

599 (81.2)

91 (79.9)

16 (17.8)

84 (16.9)

203 (12.9)

35 (17.7)

50 (17.1)

79 (8.7)

11 (8.3)

50 (47.7)

65 (11.3)

342 (23.1)

54 (23.6)

19 (6.2)

59 (10.1)

13 (11.7)

50 (53.0)

323 (56.2)

783 (49.4)

115 (50.3)

203 (61.0)

428 (59.3)

57 (54.5)

124 (22.9)

20 (14.4)

140 (23.7)

435 (27.1)

66 (25.1)

60 (20.0)

149 (20.5)

26 (17.6)

55 (10.6)

15 (16.9)

58 (10.1)

217 (14.2)

32 (17.0)

36 (9.9)

73 (9.4)

18 (12.6)

63 (12.5)

15 (15.7)

49 (9.9)

145 (9.4)

16 (7.6)

34 (9.1)

86 (10.8)

14 (15.3)

Weight change during year

< .0001

Moderate physical activity (days/week)

< .0001

0.110

0.006

0.122

0.729

Women
19 ~ 29 yr
RL (N = 53) RA (N = 786) RH (N = 375)
Experience of weight management

p

30 ~ 49 yr
RL (N = 202) RA (N = 2,168) RH (N = 1,019)

< .0001
13 (18.5)

412 (52.3)

256 (68.2)

34 (20.6)

1,062 (50.5)

676 (64.9)

Maintenance

20 (40.4)

117 (14.2)

46 (11.8)

52 (23.1)

438 (19.0)

1 (1.5)

26 (3.6)

1 (0.1)

12 (8.1)

44 (2.3)

19 (39.5)

231 (29.9)

72 (19.8)

104 (48.3)

Weight gain

40 (75.7)

436 (54.5)

172 (46.4)

141 (69.0)

Weight reduction

8 (18.6)

127 (16.2)

53 (13.1)

No change

5 (5.8)

223 (29.3)

150 (40.5)

None

40 (71.8)

534 (67.7)

1~2

6 (12.7)

3~4

4 (9.8)

5~6

3 (5.6)

None

50 ~ 64 yr
RL (N = 234) RA (N = 1,053) RH (N = 336)

< .0001

Weight reduction
Weight gain

p

< .0001
43 (17.5)

448 (43.3)

200 (60.4)

123 (11.7)

44 (20.1)

250 (21.9)

56 (15.5)

4 (0.2)

34 (15.3)

32 (3.2)

1 (0.3)

624 (28.2)

216 (23.2)

113 (47.2)

323 (31.6)

79 (23.7)

1,385 (62.6)

519 (51.0)

172 (72.6)

796 (75.0)

228 (67.5)

27 (17.4)

196 (9.4)

115 (11.0)

47 (21.3)

98 (10.3)

29 (8.0)

34 (13.6)

587 (28.0)

385 (38.0)

15 (6.1)

159 (14.7)

79 (24.5)

242 (63.0)

141 (64.1)

1,397 (65.6)

677 (68.8)

161 (74.2)

693 (65.8)

199 (59.2)

124 (16.1)

70 (19.8)

38 (21.6)

360 (15.3)

163 (15.2)

29 (12.0)

153 (15.0)

52 (16.3)

73 (9.1)

40 (11.2)

8 (5.5)

226 (10.4)

103 (8.8)

23 (8.3)

95 (8.8)

38 (10.5)

55 (7.0)

23 (6.0)

15 (8.8)

185 (8.7)

76 (7.3)

19 (5.5)

111 (10.4)

47 (14.0)

Weight change during year

< .0001

Moderate physical activity (days/week)

< .0001

0.668

p

< .0001

0.155

0.066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1) P-value were analyzed by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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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1.8)

p

Men
19 ~ 29 yr

30 ~ 49 yr

RL
(N = 204)

RA
(N = 514)

RH
(N = 100)

N (%)

N (%)

N (%)

RL
(N = 570)

RA
(N = 1,580)

RH
(N = 229)

N (%)

N (%)

N (%)

144 (70.8)2)

392 (75.5)

70 (72.2)

393 (70.2)

1,105 (72.0)

60 (29.2)

122 (24.5)

30 (27.8)

177 (29.8)

Yes

12 (6.1)

27 (5.5)

4 (3.8)

No

192 (93.9)

487 (94.5)

96 (96.2)

Perceived stress
Somewhat
much

50 ~ 64 yr

p1)

RL
(N = 333)

RA
(N = 737)

RH
(N = 115)

N (%)

N (%)

N (%)

145 (65.2)

253 (74.8)

609 (83.7)

96 (80.6)

475 (28.0)

84 (34.8)

80 (25.2)

127 (16.3)

19 (19.4)

20 (4.5)

65 (4.6)

12 (6.0)

34 (10.3)

45 (6.6)

11 (13.4)

550 (95.5)

1515 (95.4)

217 (94.0)

299 (89.7)

692 (93.4)

104 (86.6)

0.522

Prevalence Of Depression

0.199

0.759

Lasting depressed mood
(≥ 2 weeks)

p

0.019

0.744

0.049

p

0.069

0.093

0.0006

Yes

14 (7.9)

30 (5.9)

13 (14.8)

34 (6.5)

119 (8.0)

26 (12.2)

44 (15.1)

45 (6.2)

10 (11.5)

No

190 (92.1)

484 (94.1)

87 (85.2)

536 (93.5)

1,461 (92.0)

203 (87.8)

289 (84.9)

692 (93.8)

105 (88.5)

Women
19 ~ 29 yr

30 ~ 49 yr

RL
(N = 53)

RA
(N = 786)

RH
(N = 375)

N (%)

N (%)

N (%)

Somewhat

36 (60.9)

481 (60.1)

199 (54.7)

Much

17 (39.1)

305 (36.9)

176 (45.3)

Perceived stress

p

50 ~ 64 yr

RL
(N = 202)

RA
(N = 2,168)

RH
(N = 1,019)

N (%)

N (%)

N (%)

150 (74.7)

1,560 (70.5)

717 (69.8)

52 (25.3)

608 (29.5)

302 (30.2)

0.307

Prevalence of depression

p

RL
(N = 234)

RA
(N = 1,053)

RH
(N = 336)

N (%)

N (%)

N (%)

185 (80.4)

819 (77.8)

251 (72.7)

49 (19.6)

234 (22.2)

85 (27.3)

0.495

0.123

0.152

0.558

0.740

Yes

10 (26.2)

103 (14.5)

48 (13.1)

38 (19.0)

373 (17.9)

181 (19.8)

55 (22.4)

245 (23.9)

87 (25.7)

No

43 (73.8)

683 (85.5)

327 (86.9)

164 (81.0)

1,795 (82.1)

838 (80.2)

179 (77.6)

808 (76.1)

249 (74.3)

Lasting depressed mood
(≥ 2 weeks)

0.997

p

0.498

0.065

Yes

6 (15.7)

115 (16.1)

64 (15.9)

28 (12.4)

280 (13.4)

132 (14.9)

49 (22.3)

169 (15.7)

62 (20.8)

No

47 (84.3)

671 (83.9)

311 (84.1)

174 (87.6)

1,888 (86.6)

887 (85.1)

185 (77.7)

884 (84.3)

274 (79.2)

Abbreviation: RL,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light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RA,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same as actual body
condition; RH, subjects who regard self body image perception as heavier than actual body condition
1) All Variables are determined using Chi-square test. 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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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ntal health of the study subjects by sex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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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9~29세, 30~49세, 50~64세에서 3.9%, 5.7%, 14.6%

는 RH군이 가장 높았고, 일년간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RA

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RH군의

군이 가장 높았다. 체중 증가를 위한 시도는 모든 연령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남녀 50~64세에서 RL군의 비율이 가장

RL군이 가장 높았고, RL군 남성이 여성보다 체중 증가를
시도한 비율이 높았다. 모든 남자 연령대에서 그룹 간 중등
도 강도의 운동일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모든 여자
연령대에서 체중감소를 위한 시도는 RH군이 가장 높았고,
일년간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RH군이 가장 낮았으며 일년
간 체중이 감소한 경우는 RL군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모
든 여자 연령대에서 그룹 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일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높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RL군의 비율
이 더 높았다.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의 차이에 따라 분류한 RL,

RA, RH군의 일반사항을 성별, 연령별로 Table 2에 제시
하였다.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서 BMI 평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19~29세와 30~49세에서
RA군의 BMI 평균이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30~49세와
50~64세에서 RA군의 BMI 평균이 가장 높았다. 남자
19~29세와 남자 30~49세에서 체형인식 군에 따라 가구 소
득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RH군은 가구 소득수
준이 높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는
50~64세에서 RH군의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다. 여자
30~49세에서 인식군에 따라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남자 30~49세와 50~64세에서, 여자 30~49세에서 체형인
식 군에 따라 음주를 하는 횟수에 차이가 있었다.

영양소 섭취량

정신적 건강 요인
성별, 연령별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 간의 차이에
따른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증 유병여부, 2주 이상
우울감 지속 여부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남자 19~29세
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2주 이상 우울감 지속 여부에 차이
가 있었는데 RH군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50~64세 남자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2주 이상 우울감 지속 여부에 차이가 있었는데 RL군이 스
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과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간의 차이에 따른 영양소

가장 높았다. 모든 여자 연령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스트레

섭취량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남자 19~29세에서 체형인

스 인지정도, 우울증 유병여부, 2주 이상 우울감 지속여부

식군 간에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섭취량에 차이가 있었는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데 RL군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섭취량이 가장 높았다. 남

고 찰

자에서 세군 간 총에너지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여자

19~29세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지방 섭취량과 지방 섭취비
율에서 차이가 있었고, RA군의 지방 섭취량과 지방 섭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자 30~49세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총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인, 나트륨 섭취량에 차이가
있었는데, 나트륨을 제외하고 RL군이 가장 많은 양의 총에
너지와 탄수화물, 단백질, 인을 섭취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량은 RA군이 가장 많았다.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은 RL군
이 가장 높았고, 지방의 섭취비율은 RH군이 가장 높았다.
여자 50~64세에서 체형인식군 간에 탄수화물 섭취량에 차
이가 있었고 섭취량은 RL군, RA군, RH군 순이었다.

본 연구는 만 19~64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BMI를 이용
하여 분류한 실제체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의 차이에 따른
영양소 섭취, 체중조절,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
다. 체형인식 차이와 영양소 섭취상태를 살펴보면 실제체
형보다 자신을 말랐다고 생각하는 RL군의 총에너지 섭취
가 다른 군에 비해서 높았고 이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남성 RL군은 전 연령
에서 여성 RL군보다 체중 증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
고 RH군은 남녀 모두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
다. 남자 19~29세에서 RH군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

체중조절과 운동
성별, 연령별 체중인식군의 일년간 체중변화 여부와 체
중 증가 ·유지 ·감소를 위한 시도 여부, 일주일 동안 중등도

았지만 50~64세 남자에선 오히려 RL군이 우울감과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비율이 높아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
타내었다.

강도의 운동 일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자 19~29세

체형인식 군에 따른 교육과 소득의 분포는 교육의 경우

와 30~49세에서 체중인식군 간에 체중 조절 시도와 체중

여자 30~49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은 19~29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데 체중 감소를 시도했던 비율은

세, 30~49세 남자에서와, 50~64세 여자에서 유의적인 차이

RH군이 가장 높았고, 일년간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RH군
이 가장 낮았다. 남자 50~64세에서 체중 감소를 위한 시도

를 보였는데 RH군에서 고소득인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Joh 등17의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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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체형인식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이는 탄수화물의 섭취비율을 감소 한 만큼 지방의 섭취 비

들보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체

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남녀 모든 연령

중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소득수준에 따른 체형

대에서 BMI 평균은 RH군 보다 RA군이 높았지만 총 에너

인식은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이 가장 소득이 높은 그룹보

지 섭취량은 RH군이 가장 적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자신

다 자신의 체중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으면 불량한 식사패턴과 음식의 소
비가 제한되어 풍족한 식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이 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8,19 남자 30~49세
의 경우 RA군에서 비음주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자
30~49세에서는 RL군에서의 비음주자 비율이 가장 높아
체형인식과 음주와의 관계가 같은 연령이라도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체형보다 말랐다고 생각하는 RL
군, 실제체형과 자신의 체형이 같다고 생각하는 RA군에서
비음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Chin 등20의 연구결
과와 같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15의 연구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남성은 자신의 체중이 높아도 정상으로 생
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에 비해 신체에 덜 민감하게 생각
하므로 성별에 따라 체형인식이 다르며 음주율이 다른 것
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추후 체형인식과 음주
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BMI의 평균은 실제체형보다 자
신을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보다 실제체형과 자신의 체
형을 같게 인식하는 RA군이 높거나 같았고, 남자대상자
19~29세, 30~49세, 50~64세의 에너지 평균섭취량은 2,575
kcal/d, 2,573 kcal/d, 2,423 kcal/d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성인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인21 2,600 kcal/d,
2,400 kcal/d, 2,200 kcal/d와 비교하여 근접하거나 높게 섭
취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19~29세, 30~49세, 50~64세의 에
너지 필요 추정량인 2,100 kcal/d, 1,900 kcal/d, 1,800
kcal/d보다 낮은 1,804 kcal/d, 1,760 kcal/d, 1,711 kcal/d를
섭취하였다. 19~29세 남자의 경우 RH군의 탄수화물 섭취
량이 가장 낮았고, 여자 30~49세와 50~64세에서도 RH군
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가장 낮았다. 이는 20~30대를 대상
으로 한 Ju 등22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저체중군 ·정상체
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의 열량섭취량과 탄수화물 섭취량
이 적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RH

이 실체체형보다 비만하다고 인식되면 식이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한 Hong 등28의 연구에서는 BMI에 따른 열량
섭취의 차이는 없었으나 체형인식과 열량섭취의 경우 말
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Park 등29의
체형 불만족이 총 열량 섭취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연구 또
한 주관적 체형인식이 에너지의 섭취량과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실제체형보다 자신을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이 체중을 감량하려는 시도를 가장 많이 하
였는데 Cho 등30의 연구와 같이 자신을 실제체형보다 비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체중조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비만
하다고 인식 할 때 체중조절시도를 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에서 RL군이 1년 동안의 체중감소 비율이 유의
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RL군이 체중을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했지만 지난 1년 사이 체중감
소를 겪었기 때문에 자신 체형이 실제보다 마르다고 생각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자신을 비만하게 인식하
는 RH군의 체중감량 시도가 가장 높았던 만큼 남자 19~29
세, 30~49세와 여자의 모든 연령대에서 RH군이 1년간 체
중이 증가한 경우가 가장 적었지만, 운동량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Chung 등31의 20대 남녀에서 비만
하게 인식하는 군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고, Lim 등13의 연구에서 비만하게 인식하는 남자
가 마르게 인식하는 남자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
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신을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은 운동으로 체중 감소를 시도하기보다는 식사량을
줄여 체중 감소를 시도하였다고 사료되었고 이러한 결과
는 체중조절을 할 때 굶거나 식사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선
호한다는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32-34

군이 가장 적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저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

탄수화물식이 효과적인 체중감량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

의 체형을 잘못 인식하는 군이 우울감을 더 느낀 것으로 보

체중조절 시 우선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

고하고 있는데9,13,34 본 연구에서는 남자 19~29세에서 실

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루 총 에너지 섭취에 따른 탄수화

제체형보다 자신을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이 2주 이상

물 섭취비율의 경우 남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우울함을 느낀 경험이 가장 높았지만, 남자 50~64세는 오

려져

23-27

여자는 30~49세에서 RH군이 가장 적은 섭취비율을 보였

히려 실제체형보다 자신을 마르게 인식하는 RL군에서 2

으며 지방의 섭취 비율은 여자 19~29세와 30~49세에서

주 이상 우울함을 느낀 경험이 높았고, 자신의 체형을 제

RL군이 가장 적었고 RH군이 높은 비율로 섭취하였는데,

대로 인식하는 군에서 우울감 경험이 가장 낮았다. 이는 중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6; 49(3): 153 ~ 164 / 163

년층과 젊은 청년층에서 원하는 신체상이 다르며 중년층
34

에서는 노화로 인한 식욕부진으로 체중이 감소할 때

로 여자에서 RH군의 더 비율이 높았고, RL군의 비율은 남

감

자 19~29세, 30~49세, 50~64세에서 26.0%, 24.2%, 28.8%

소한 체중이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으며35,37

였고, 여자는 3.9%, 5.7%, 14.6%로 남자에서 RL군의 비율

중년층은 베이비부머 (baby boomer)세대로 먹을 것이 부

이 더 높았다.

족했던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었고,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영

2) 남녀 연령대별 BMI에서 남자 19~29세, 30~49세의 평
균 BMI는 RA군이 가장 높고 RH군, RL군 순위였으며
50~64세에선 RL군이 가장 낮았다. 여자 19~29세에서는
RL군이 가장 낮았으며, 30~49세, 50~64세에선 RA군이 가
장 높고 RH군, RL군 순이었다.
3) 남자의 경우 19~29세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RH군
이 가장 낮게 섭취하였다. 여자는 30~49세에서 총에너지
섭취량은 실제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이 에너
지 섭취가 가장 낮았으며 RL군이 가장 많이 섭취했다. 여
자 30~49세와 50~64세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RH군에서
가장 낮았고 총에너지 섭취량에 따른 탄수화물 섭취비율
또한 30~49세에서 실제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RH

양소 섭취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

군에서 가장 낮아 실제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였을 때

와 달리 뚱뚱한 것이 후덕한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다.2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등36의
연구에서 정상체중 (18.5 ≤ BMI < 25.0)보다 저체중

(18.5 ≤ BMI)이 스스로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나쁘
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상체중보다 저체중에서 중증 우울
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
상으로 한 Chen의 연구37에서 가장 체중이 적은 그룹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디자인이 단면연구이므로
체형의 불일치와 영양소 섭취량, 체중조절, 정신건강 간에

를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점에도 불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섭취량이

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BMI를 기준으로 한 실제 체형보다

적었다.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 될 때 30~49세 여성에서 하루 총

4) 남자 50~64세를 제외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실제체

에너지 섭취량과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낮았

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이 체중 감량 시도를 가장

으며 체중조절 시도를 많이 하였다. 실제체형보다 자신이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고, 남자 19~29세, 30~49세, 전 연령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체중 증가량이 가장 적었으

대의 여자에서 실제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에

나 운동량은 체형인식의 차이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가 가장 적었지만, 주별 중등도 운동

BMI를 기준으로 한 체형보다 비만하다고 생각될 때 19~29
세의 젊은 남자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지만, 스트레스
와는 관계가 없었고 50~64세의 남자에서는 BMI를 기준으
로 한 체형보다 마르다고 생각될 때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주관적 체형의 인식과 실
제 체형과의 일치도에 따라 영양소의 섭취량과, 체중조절
에 차이를 보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는 남성
에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일수에는 차이가 없어서 체형인식과 운동량은 관련이 없
었다.

5) 남자 19~29세에서 실제체형보다 비만하게 인식하는
RH군이 우울감을 느낀 비율이 높았지만, 남자 50~64세에
서는 실제체형보다 마르게 인식하는 RL군이 우울감 경험
비율과 스트레스가 높아 체형인식에 따른 우울감은 남성
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실제체형보다 자신을 비만하다고 인식할 때

요 약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체중조절을 더 시도하며, 젊은
남성들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만 19~64

라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기 위해선 마른 몸매 선호에 대

세 성인 10,608명을 대상으로 BMI를 기준으로 분류한 체

한 왜곡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자신의 체형에

형과 주관적 체형인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실제 체형보다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르게 인식하는 RL군, 실제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RA군과 실제체형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RH군으로 분
류하여 각 그룹의 영양소 섭취, 체중조절 여부,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하였다.
1) RH군의 비율은 19~29세, 30~49세, 50~64세에서 남자
는 12.1%, 9.5%, 10.0%였고, 여자는 31.2%, 29.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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