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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신체상에 관한 연구: 4, 5세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relating to body perception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the first year of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onducted in 2016, comprising 97 preschool children(M = 61.8 months) and their mother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lating to children's body perception, we analyzed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maternal factors, and media exposur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Children with higher media experience showed higher negative body perception. Mothers of 
children with higher body mass index (BMI) gave more verbal messages on child's weight reduction.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children's BMI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negative 
body perception, while mothers' verbal messages on weight redu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gative body perception. Mothers' verbal messages were a more influential factor than children's 
BMI.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BMI, mothers' verbal messages regarding children’s 
body as well as a mothers’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level are influential factors in 
preschool children’s body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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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

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중시하는 

태도가 그 어느 시기보다 부각되고 있다. 2015년 인천발전연

구원이 인천지역 고등학생 4,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남학생 59.7%, 여학생의 78.2%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

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부

담’을 제외하고 ‘키나 체형 같은 외모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Jang, 2016, March 2). 현대사회에서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과 이상형이 등장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고 부정적인 신체상

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체상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 

문헌을 통해 Knafo (2016)는 아동기에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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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이 이후에 섭식장애, 낮은 수준의 자존감 등 정신건

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른 시기

부터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체상이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외양에 대한 주관적 태

도이다(Slade, 1988). 신체상은 신체와 관련된 사고, 감정, 지

각, 행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

로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도, 감정, 지각에 초점을 맞

추어 신체상을 신체인식이나 신체만족도 등으로 다루어왔다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체상을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아동의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연구보다는 서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였는데, 신체상은 성별, 연

령, 체중 등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인종과 문화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hnt & Tiggemann, 2006a; 

Musher-Eizenman, Holub, Edwards-Leeper, Persson, & Goldstein, 

2004; Phares, Steinberg, & Thompson, 2004; Robinson, Chang, 

Haydel, & Killen, 2001; Veldhuis, Te Poel, Pepping, Konijn, & 

Spekman, 2017). 예를 들어, 8-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

상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관련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Phares 

et al., 2004)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마른 몸이나 몸무게 등 신

체에 관한 걱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선호하는 신체상에 대한 선행연구

(Robinson et al., 2001)에서는 흑인 아동이 지각된 자기 신체보

다 더 큰 신체를 선호하는 반면에 백인 아동은 현재의 체격보

다 더 마른 체격을 선호하였다. 

한편 유아의 신체상 발달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유아

를 대상으로 신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그림측정도구

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기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4-5세에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 3-5세 유

아를 대상으로 신체크기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확인한 선행

연구(Cramer & Steinwert 1998; Musher-Eizenman et al., 2003)

에서는 유아가 4세 경에 특정한 신체크기에 대한 편견을 드러

낸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신체상에 대한 편견(Kirkpatrick & 

Sanders, 1978; Stager & Burke, 1982)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5세 유아부터 신체의 크기에 대한 편견이 나타났다. 유아는 보

통 체격의 또래에 대해서는 행복, 친절, 영리함 등의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한 반면에, 통통한 또래에 대해서는 어리석음, 비

열함, 마른 또래에 대해서는 겁쟁이, 약함 등의 부정적인 용어

로 표현하였다. 또한 Tremblay와 Limbos (2009)는 부정적인 신

체상이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나타나며 빠르게는 5-7세 아동

에게서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상 발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최근 10년 동안 만 5세 유아의 신체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질적 연구(Park & Lee, 2010), 5세 유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H.-Y. Kim, Kim, & Kim, 2012), 

유아의 외모 및 체형에 대한 5세 유아의 인식 및 경험 분석(H.-

J. Kim, Kim, & Kim, 2012) 등에 그치고 있다. 어린 시기에 형

성된 신체상이 신체자존감과 관련이 있고 이후에 섭식행동과 

신체 활동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Marsh, Hau, Sung, & Yu, 

2007)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유아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

을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개인 요인으

로는 유아의 실제 신체 크기이다. 실제 자신의 신체 크기는 유

아가 스스로의 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와 관련

이 있을 것이다. 유아의 성별 또한 신체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왔다. 선행연구(Engeln-Maddox 

2006; Jang & Kim, 2006)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연령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는 않았다. 6-8세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Collins, 1991; Oliver & Thelen, 1996; Thelen, Powell, 

Lawrence, & Kuhnert, 1992)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6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y, Gustitus, 

& Leitzel-Schwalm, 2001; H. -Y. Kim et al., 2012). 따라서 성별

에 따라 유아의 신체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될 필요

가 있다.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이다. 특히 유아기는 주양육자인 어머니

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환경 요인보다 큰 시기이며 어

머니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동

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사

회인지 이론(Bandura, 1997)을 기초로 아동이 자신의 신체상

을 형성하도록 모델을 제공하는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의 영향

을 고찰하였다(Hendy et al., 2001; Pike & Rodin, 1991; Sands & 

Wardle, 2003; Vander Wal & Thelen, 2000). 이 가운데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



3   A Study of Body Image in Young Children 

신의 신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어머니 자신의 

신체상이나 섭식행동, 자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등

이 자녀의 체중조절이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반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Hendy 등(2001)의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자녀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었지만 어머니 자신의 신체상,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

식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어머니 자신의 신체인식이나 어머니가 자녀와 나

누는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모델링 역할을 하여 유

아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포함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모델(Dohnt & Tiggemann, 2006a; 

Thompson et al., 1999)에서 제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즉 사

회가 요구하는 성별에 따른 신체 기준,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

는 미의 기준에 부합한 이상적인 신체 등은 유아가 자신의 신

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문화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TV 드라마, 광고, 다양한 콘텐

츠 등을 통해 수많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전파를 타고 있다. 실제 많은 청소

년들이 장래 희망을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유아들도 아

름답고 능력 있는 대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접하는 스타를 

꼽기도 하고 이들의 신체와 외모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미래의 목표나 기대로 받아들

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다면 유아가 

보이는 신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요인이 미치는 영향, 구체적

으로 연예인이 등장하는 텔레비전에 노출된 경험이나 횟수가 

유아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 Kim, 2008; Dohnt, & Tiggemann, 

2006a; Oliver & Thelen, 1996; Sands, & Wardle, 2003)에 편중되

어 있어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4, 5세 유아

의 신체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유아의 신체인식에 유아 개

인요인(성별, 체질량지수), 어머니 요인(어머니 자신의 신체인

식,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아의 미

디어 노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신체인식, 신체특성(신체질량지수), 어머니의 신체인

식 및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아의 미디어 노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개인요인(성별, 신체질량지수), 어머니 요인(어머니 신

체인식, 자녀의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개 대도시 5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 가운데 연구참여에 동

의한 유아 100명과 그 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유아의 연령을 4, 5세로 한정한 이유는 예비조사를 통

해 3세 유아가 신체에 대한 개념과 자신의 신체 평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가운데 결석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와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유아를 제외하고 총 97명의 유아

와 그 어머니 9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유아는 

남아 47명(48.5%), 여아 50명(51.5%)으로 평균 나이는 61.8개

월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58세였다. 

전체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부모

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75%, 어머니의 72.1%가 학사학위 이

상의 교육수준을 나타냈고 취업모의 비율이 54.6%였다. 또한 

전체 가구의 82.4% 이상이 중간 이상의 소득수준을 나타냈다.

연구도구

신체인식

유아와 어머니의 신체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Stunkard, 

Sorenson과 Schulsinger (1983)가 성인의 신체 인식 도구로 개발

한 신체 실루엣 그림을 수정하여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제작한 

도구를 기초로 그림카드 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자신의 신체 타입과 이상적 신체 타입을 평가하여 이 차

이를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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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자 3인과 보육교사 

2인의 검토를 거친 뒤에 만 5세 유아 5명과 어머니를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3인이 평정한 신체

인식 검사의 신뢰도는 .9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유아 신체인식   유아의 신체인식은 Stunkard 등(1983)이 사용

한 신체상 평가 척도의 신체 실루엣 그림을 아동용으로 제작

한 Collins(1991)와 Hendy 등(2001)의 신체상 평가 그림척도

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그림척도는 성별에 따라 두 세트로 준

비하여 조사대상 유아의 성별과 일치하는 그림척도를 이용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 마른 신체의 유아 그림

(1점)부터 가장 신체가 큰(살이 찐) 유아의 그림(7점)까지 신체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조사자가 제시한 그림카드에서 유아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가

장 유사한 그림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지각한 신체를 평가하고 

이어서 가장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가장 이상적인 신체를 평가한다. 현재 신체 타입과 이상적 신

체 타입의 차이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 범위는 0-6점이다. 

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Stunkard 등(1983)이 사용한 신체실루엣 그림을 토대로 제작

한 Thompson과 Gray (1995)의 성인용 신체상 평가 척도(Body-

image Assessment Scale)를 기초로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어머니 신체인식 평가척도는 가장 마른 신체의 여성 그림

(1점)부터 가장 신체가 큰(살이 찐) 여성 그림(9점)까지 신체사

이즈가 커짐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선택함으로써 현재 

지각한 신체를 평가하고 이어서 가장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생

각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가장 이상적인 신체를 평가한다. 유

아의 신체인식 평가 척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과 가장 유

사한 신체타입과 이상적인 신체 타입을 선택하여 점수차이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부정

적 신체인식 수준의 점수 범위는 0-8점이다. 

유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유아의 신체특성을 신장과 체중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기 위

하여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비만도를 나

타내는 지수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7). 유아의 신장과 체

중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장과 체

중 수치를 체질량지수의 계산법에 따라 점수를 낸 후 비교를 

위해 표준화 점수로 산출하여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의 계산

법은 체중(kg)/[신장(m)]2이다.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어머니의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여 Hendy 등(2001)이 개발한 신체에 관한 메시지 빈도를 측정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살빼려면 적게 먹어라.”, 

“좀 너무 살이 쪘다.” 등 마른 신체가 되도록 강조하는 메시지

와 “더 크고 강해지려면 더 먹어라.”, “너무 말랐다.” 등 더 큰

(살이 찐) 신체가 되도록 강조하는 메시지의 2개의 하위 영역

으로 구성되어있다. 2개의 하위영역은 각 3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있고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한다(3점)의 순

으로 평정되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메시지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57

과 .85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lassification N (%)
Children’s age (mo), M ± SD 61.8 ± 7.11
Children’s gender
   Male (boy) 47 (48.5)
   Female (girl) 50 (51.5)
Mothers’ age (yr), M ± SD 36.58 ± 4.08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7 (27.8)
   College graduate 59 (60.8)
   Graduate school 11 (11.3)
Employed mothers 53 (54.6)
Father’s age (yr),M ± SD 39.56 ± 4.70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4 (24.7)
   College graduate 55 (56.7)
   Graduate school 17 (17.5)
Household’s socioeconomic status 
   Low 15 (15.5)
   Medium 50 (51.5)
   High 30 (30.9)

Note. N = 97. Household socio-economic status was divided by 
household income per month (Low = less than 3 million won; 
Medium = 3~6 million won; High = more than 6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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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미디어 노출 

유아의 미디어 노출은 Dohnt와 Tiggemann (2006a)의 미디어 

영향력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디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인기 있는 만화영화나 예

능 프로그램 가운데 신체에 관한 메시지가 포함된 TV 프로그

램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아동의 시청 빈도를 평가하는 도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전공자 3인과 신문방송학 전공자 

1인이 논의하여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유아에게 인기 있는 

만화 또는 예능 TV 프로그램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

고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개의 프로그램(예: 리틀 프

린세스 소피아, 짱구는 못 말려 등)을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안 본다(1점)에서 자주 본다(3점) 순으로 평정하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유아의 어머니는 질문지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시청 빈도를 평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2016년 12월 첫째 주에 만 3세 유아 5명, 만 4, 5세 

유아 5명과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세 유아가 신체에 대한 

인식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조사 대상을 4, 5세 유아로 한

정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의 문항

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아동학 전공자 및 보육교사 5인의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전체 연구는 호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고(IRB 

No. 1041223-201701-HR-034) 연구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 1월 25일부터 4주에 걸쳐 본조사

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이후에 수거하였고, 부모의 동의를 받은 유

아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조사자 1명이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합된 자료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을 통제하고 유아 개인 요인과 어머니 요인, 유아의 미디어 노

출이 유아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신체인식과 신체특성, 미디어노출 및 
어머니의 신체인식과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
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경향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유아가 자신의 신체

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유아의 신체인식 점수는 1.6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Total (n = 97)
M (SD)

Boy (n = 47)
M (SD)

Girl (n = 50)
M (SD)

Children’s body perception 1.68 (1.22) 1.32 (1.04) 2.02 (1.29)
Individual factors
   Heights (cm) 109.06 (6.95) 109.59 (7.85) 108.57 (6.03)
   Weights (kg) 19.42 (3.73) 19.60 (4.25) 19.25 (3.21)
   BMI z-score 0.38 (1.19) 0.29 (1.32) 0.46 (1.05)
Maternal factors
   Body perception 1.78 (1.20) 1.72 (1.05) 1.84 (1.33)
   Verbal message to “be bigger” 2.09 (0.56) 2.07 (0.53) 2.11 (0.58)
   Verbal message to “be thinner” 1.27 (0.54) 1.16 (0.42) 1.37 (0.62)
Children’s media exposure 1.40 (0.34) 1.20 (0.23) 1.59 (0.32)

Note. Body mass index (BMI) is a value derived from the mass (weight) and height of a child. BMI is calculated as the body mass divided by 
the square of the body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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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1.22)로 낮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 연구대상 유아는 전반

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여아

와 남아의 신체인식 점수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었다. 어머니의 신체

인식 점수도 낮은 편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신체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제 신체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아의 신

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를 산출한 결과 평균 BMI 점수는 0.38 (SD = 1.19)로 나타났

다. BMI 점수를 표준화하여 유아의 신체 유형을 분류하고자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7)에서 제공한 BMI 표준화점수 산출방법을 활용

하여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대

한소아과학회에서 제공한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유아를 3개 유형으로 분류

한 결과 전체 유아의 60.8%는 표준형이었고 16.5%가 비만형, 

22.7%가 왜소형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유아가 표준적인 

신체발달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점

수는 매우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살을 찌우라는 말을 하는 빈

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아 어머니가 남아의 어

머니보다 살을 빼거나 찌우라는 말을 하는 빈도가 약간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미디어 노출 경험도 낮은 수준이

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는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는 TV 프로

그램 시청 경험 수준이 약간 높았다. 

유아의 신체인식과 신체특성, 미디어노출 및 
어머니의 신체인식과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
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의 신체인식과 신체특성인 BMI, 미디어노출과 어머

니의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신체적 인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5). 다시 말해 유아

의 미디어 노출과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수준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유아의 BMI

나 어머니의 신체인식,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신체인식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BMI 점수와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한 언어 메시지 중에 ‘살을 

빼라’는 체중 감소를 강조하는 언어메시지 빈도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r = .50, p <. 01). 

유아 개인요인, 어머니 요인,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개인요인인 성별, BMI와 어머니 요인인 어머니 신체

인식,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아의 미

디어 노출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

하고 이들 변인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가정

의 월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를 통제변인으

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 BMI, 어머니의 신체인

식과 자녀의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유아의 미디어 노

출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

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1.05~1.82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더빈왓슨값도 

1.88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Body Perception, BMI, Media Exposure, Mothers’ Body Perception and Verbal Messages on Children’s Body

1 2 3 4 5 6
1. Children’s body perception -
2. BMI -.14 -
3. Mothers’ body perception .04 .10 -
4. Mothers’ verbal message to “be bigger” .06 .08 .08 -
5. Mothers’ verbal message to “be thinner” .15 .50** .00 .16 -
6. Children’s media exposure .23* .05 -.09 .11 .20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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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아의 신체인식에 대한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F 

= 3.27, p < .01). 먼저 1단계에서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회귀

모형 1은 유의미하였다(F = 3.21, p < .05). 설명력은 13%로 나타

났으며 가정의 소득수준(β = -2.36, p < .01)과 어머니의 학력(β = 

2.27, p < .01)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아 개인요인, 어머니요인, 유아의 미

디어 노출 변인이 투입된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유아 신체인식

에 미치는 영향력이 15% 증가하였다. 이들 변인 가운데 어머니

의 자녀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 가운데 ‘살을 빼라’라는 

언어메시지(β = 2.40, p < .05)와 유아의 BMI (β = -2.31, p < .05)

가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5세 유아의 신체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개인요인(성별, BMI)과 어머니 요

인(어머니 신체인식,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

용),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4, 5세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은 낮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실제 신체와 이상적이라

고 지각하는 신체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

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신체특성

인 BMI를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유아의 다수가 표준적인 체형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신체인식에서는 여아

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남아보다 약간 높았다. 

둘째, 주요 변인인 유아 신체인식과 유아 개인 요인, 어머니 

요인, 유아 미디어 노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미

디어 노출 빈도와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정

적 상관이 있었다. 미디어 노출 빈도 횟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시청 경험 수준과 신체만족도

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ohnt & Tiggemann, 

2006a; Thompson et al., 1999). 그리고 유아의 BMI와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대해 ‘살빼라’라는 언어적 메시지 빈도가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 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

만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유아가 표준 체형임

에도 불구하고 BMI가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에게

도 언어적으로 신체에 대한 평가나 체중과 관련된 말을 더 많

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 변인인 사회인

구학적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의 자기 신체에 대

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

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자녀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었

다. 또한 소득수준도 유아의 부정적인 신체인식을 예측하는 

Table 4
Effect of Children’s Individual Factors, Maternal Factors, and Children’s Media Exposure on Children’s Body Perception

Model   Variable
Children’s body perception

B β t R² ∆R² F
1 Mothers’ education (College graduate = 0)a .13 3.21*

   High school graduate -.51 -.18 -1.57
   Graduate school .89 .23 2.27*
Employed mothers (Housewives = 0)a -.30 -.12 -1.16
Monthly household income -.19 -.29 -2.36*

2 Children’s gender (girl = 0)a -.42 -.17 -1.43 .28 .15 3.27**
BMI -.26 -.26 -2.31*
Mothers’ body perception .05 .05 .50
Mothers’ verbal message
   Mothers’ verbal message to “be bigger” .01 .00 .04
   Mothers’ verbal message to “be thinner” .60 .27 2.40*
Children’s media exposure .44 .12 .10

Note. a Dummy variabl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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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신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

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신체상과의 관련성

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

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 등의 변인과 신체상의 관

련성을 살펴본 국외의 선행연구(O’dea & Caputi, 2001; Soba & 

Stunkard, 1989)에 따르면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등

이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것은 이상적

인 신체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나 가족 내의 대화, 자녀의 성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과체중이 중상류층 여아에게는 낮은 신체적 자존감을 야기하

지만 하류층 남아에게는 높은 신체자존감을 갖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 유아 개인 요인

과 어머니 요인,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유아 신체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BMI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체

중감소를 강조하는 언어 메시지가 유아의 신체인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BMI가 증가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Dohnt & Tiggemann, 2006a; McCabe et al., 2006)

에서 BMI와 부정적 신체상과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가 아직은 객관적이거나 사회적

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 크기를 지각하는 것이 어려워 실

제 신체 크기 자각과 신체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

(Musher-Eizenman et al., 2003)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머니가 자녀의 체중감소를 강조하는 말을 많

이 할수록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의 외모나 신체

에 대한 평가가 자녀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Hendy et al., 2001; Pike & Rodin, 1991; Sands & 

Wardle, 2003; Striegel-Moore & Kearney-Cooke, 1994; Vander 

Wal & Thelen, 2000)와 일치한다. 반면에 어머니 자신의 신체

인식은 자녀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Pike & Rodin, 1991; Sands & Wardle, 2003; Striegel-Moore & 

Kearney-Cooke, 1994)에서 어머니 자신의 신체만족도나 섭식행

동이 모델링 역할을 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

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Hendy 등(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만이 유아

기 자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한다. 

Pike와 Rodin (1991)이 부모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신체상

의 전이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이래 부모 자신의 신

체상과 자녀의 신체 대한 평가 모두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발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유아기에는 어머니가 보

이는 자녀의 섭식행동에 대한 관여나 평상시에 자녀의 신체에 

대한 언어적 평가가 자녀의 신체인식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신체에 대한 어머니의 지속적인 평

가는 유아기부터 어머니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이상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실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체자존감 

강화나 건강한 신체상 형성을 위한 교육이 좀 더 이른 시기부

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신체

상이 청소년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molak, 2004), 자녀의 신체상 

형성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은 발달의 전 시기에 걸쳐 중요하

다. 이에 따라 유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에서

도 외모와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방법이 의

미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성별이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신체인식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Hendy et al., 2001; H.-Y. 

Kim et al.,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발달적으로 학령

기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인식에서의 성차가 유아기에는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미디어노출과 신체인식 간에 정적 상관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노출이 유아의 부정적 신체인

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Damiano, Paxton, Wertheim, McLean, & Gregg, 2015; 

Dohnt & Tiggemann, 2006b)에 따르면 미디어 경험은 유아의 

신체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섭식

에 대한 자각이나 섭식절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미디어 노출과 섭식행동 

등 신체상 형성과 관련된 행동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개인 요인, 어머니 요인, 유아의 미디어 노

출이 유아의 신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



9   A Study of Body Image in Young Children 

라 유아의 신체상 발달의 기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는 유아의 신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요인

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하는 신체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영

향을 입증함으로써 이른 시기부터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미디어 경험을 다룸

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유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디

어 경험을 노출 빈도에 한정했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동화, 비

디오, 스마트기기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 경험을 포함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 대상 

신체상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신체

적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이나 이를 지지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 구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주의를 요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조사대상의 

수를 추가하여 유아의 신체상 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

버지를 포함한 가정환경요인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 McCabe와 Ricciardelli (2001)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

지가 자녀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

는데,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부모 및 다양한 가

족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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