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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middle age women's body image between self 

evaluation and others'. The respondents include 105 middle age women who evaluated themselves and 532 middle 

age women who evaluated others in there age group in Gwang-Ju. The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two 

components; Part One is consciousness of body-shape and Part Two is body cathexis (or a body preference). For 

data analysis, SPSS 10.0 program was generally used, and T-test, ANOVA, Scheffe-test were being conducted.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 On consciousness of body shape, the items that exist difference of opinion 

on the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middle age women's body-shape between self-evaluation and others' 

evaluation were total body fatness, upper body type, low arm girth, thigh girth in lean group, and crotch of pants 

length, ankle girth, calf girth, in nonnal group, and upper body type, lower body type in obese group. On a 

body-cathexis, the item were neck, buttocks, bust, posture in lean group(p<.05), and neck, upper arm, abdomen 

in normal group(p<.01), and waist, abdomen, weight distribution in obese group(p<.01).

Key words: selj2valuati이i(자기평가), others' evaliiati아i(타인평가力 body image(신체이미지).

I. 서 론

영상매체의 발달은 우리의 시각적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 

고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에는

t 교신저 자 E-mail : weh@chonnam.ac.kr
1) N. A. Rudd and S. J. Lennon, "Body Image and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8 No. 

'몸짱'과 같은 신체와 관련된 용어 등이 있으며 건 

강, 스포츠 등과 함께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는 최고 

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현대사회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여성의 아름다움 

은 가냘픔(Thinness), 매력적임(Attractiveness), 건강함 

(Fitness)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3 (2000),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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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미지는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주게 되어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강화 

시킨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상적인 신체이 

미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가 

사노동의 과정 및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이상 

적인 신체 이미지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신체 

적 변화는 심리적 위기감을 유발시켜 신체적 매력의 

재인식이라는 자기쇄신(self-renewal)의 방법을 모색 

하게 하여 다이어트, 성형에 이르는 적극적인 방법 

으로 대처하게 하거나 의복을 의식하게 만든다.

중년여성의 신체는 절대적인 신체치수뿐 아니라 

신체비례도 변화하여 길고 날씬해 보이던 체형은 작 

고 뚱뚱해 보이게 되며, 중년여성들도 자신의 체형 

에 대해 굵고 짧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气 그 

런데 20대 여성은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 

게 나타나는 반면 중년여성의 경우 같은 연령 대에 

비교하여 자기 체형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신체비 

율이 더 굵고 짧음에도 신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心). 그리고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년전기 여성의 경우 배둘레, 몸무거】, 엉 

덩이둘러L 체형 등의 둘레항목에서 굵다고 인식하여 

만족도가 낮으며 중년후기 여성의 경우에는 신장과 

같은 길이항목에 대해 짧다고 인식하여 만족도가 낮 

다고 하였다6). 또한 신체만족도는 의복의 맞음새와 

도 관계가 높아 이영윤"에 의하면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중년여성일수록 의복에 대해 만족하고 의복도 

몸에 잘 맞는 것으로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실제체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 

복식문화연구

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나름대로 전체뿐 아니라 신 

체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갖고%정옥 

임, 1993) 불만족한 부위에 대해 끊임없는 개선방안 

을 모색한다. 물론 비만과 관련된 신체이미지가 만 

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비율이나 형태에 

의한 만족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비율이나 형태에 대 

한 내용을 간과하고 주로 크기와 관련한 신체만족도 

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의 인 

식만을 다루고 있고 신체에 대해 타인이 갖는 인식 

을 조사하여 비교한 연구는 이정임과 남윤자9)등의 

연구가 있을 뿐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정임과 남 

윤자2)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 자 

기 신체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를 의복행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체에 대 

한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의 상표나 스타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이미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며 소비자가 자기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단 

서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전기 여성을 대상으 

로 신체부위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 주관적인 자기 

평가와 객관적인 타인 평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중년 여성이 갖는 신체 이미지의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대상자의 수척/비만 

정도에 따라 신체부위에 대한 자기 인식과 만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인식과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심정희,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 평가,” 한국의류학희지 27권 1호 (2003), p. 28.
3) 구양숙, 추태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 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희지 34권 

5호 (1996), pp. 33-35.
4) 박우미,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1993), pp. 178-179.
5) 김용숙,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1990). pp. 188-189.
6) 심정희, Op cit., pp. 20-21.
7)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2호, pp. 17-24.
8) 정옥임,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993), pp. 

153-162.
9) 이정임, 남윤자, “체형에 대한 자기인식과 타인의 인식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4호(2003), pp. 

372-378.
10) Ibid., pp. 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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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척/비만 집단의 신체부위에 대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신체에 대 

한 인식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인식 차이에 대한 기 

초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35~49세에 속하는 중년 전 

기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는 2001년 5~7월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 타인 평가는 2003년 5~6월에 실시 

되었다. 자기 평가 자료는 132부 중 자료가 불충분 

한 것을 제외한 105명의 자료가 사용되었고, 타인 

평가 자료는 581부중 532부가 결과 처리에 사용되었 

다.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자료 중 조사대상자의 Ro 

hror index가 1.0 이하와 L8 이상의 자료는 제외되었 

다.

2. 계측 및 사진자극물 제작

자기평가 대상자에 대해 사진촬영과 동시에 신장 

과 체중을 계측하였으며 신장과 체중에 의한 계산치 

R하iror Index를 구하였다. 그리고 사진촬영은 전체 

실루엣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바디슈츠을 착용한 후 

정면과 측면의 전체 체형을 볼 수 있도록 이루어졌 

다. 사진은 해상도 600dpi의 A4 사이즈(19x27)로 인 

쇄되 었다.

3. 설문 평가 내용

설문평가는 신체부위의 인식과 신체 만족도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평가의 신체부위의 

인식에 대한 평가는 반대어로 대응 구성된(예:상반 

신이 긴 - 하반신이 긴) 23문항으로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평가되었고 신체만족도를 묻는 18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타인 평가는 자기 평가를 실행하였던 중년여성의 

사진자극물을 보며 이루어졌다. 신체부위의 인식에 

대한 평가는 자기 평가와 같이 반대어로 대응 구성 

된 5점 척도로 실행되었으며 신체 만족도에 대응하 

는 타인 평가는 체형의 평가 정도가 5점 리커트 척도 

로 평가되었으며 사진자극물 1장에 대해 평균 5회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였다.

4. 용어 설명

1) 자기 평가 -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과 만 

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자기 평가라고 

하였다.

2) 타인 평가 - 사진 자극물의 신체부위에 대한 인 

식과 체형 이미지의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타인 평가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인에 의한 평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40 

세, 41〜45세, 46~钓세로 연령집단을 나누어 자기 평 

가 대상자의 연령대에 맞추어 평가하게 하였다.

3) 수척/비만 집단 - 사진 자극물을 제공하는 자기 

평가 대상자의 사진 자극물의 Rohror Index에 따라 

상위 25%의 집단을 비만집단, 하위 25%의 집단을 

수척집단 그리고 중간집단을 표준집단이라고 명명 

하였다. 구체적인 구성은〈표 1〉과 같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인체 측정 자료와 설문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고 각 내용별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척/비만집단별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도 

및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모든 항목들의 평 

균과 최빈치를 구하고 One-way ANOVA와 사후검정 

을 실시하여 자기평가자의 집단간 유의차를 살펴보 

았다.

둘째, 자기평가자들의 수척/비만집단별 신체부위 

에 대한 타인평가자들의 인식도 및 신체 각 부위에 

대 한 만족도의 모든 항목들의 평균과 최 빈치를 구하 

고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간

〈표 1〉조사대상자의 Rohror Index에 의한 집단분류

구 분
Rohror 
기준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수척집단
（홍위 25%） 
1.29>R6hror

28 26.67 26.67

표준집단
（중간 50%）
1.29=<Rohror<=1.53

50 47.62 74.29

비만집단
（상위 25%）
Rdhror>1.53

27 25.71 100.00

합 계 105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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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를 살펴보았다.

셋째, 신체부위에 대한 인식도 및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의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항목들의 평균과 최빈치를 구하고 T-test 

를 통해 집단간 유의차를 살펴보았다.

in. 결과 및 고찰

1. 신체부위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비교

1)자기평가자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부위 인식 

의 비교

자신의 신체부위의 크기와 형태에 대해 수척/비만 

집단별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 

몸통, 허리, 배, 다리, 전체실루엣 등 각 부위별 둘레, 

너비, 길이, 비율, 형태에 대하여 주관적인 신체인식 

을 알아보았다. A쪽에 가까우면 5점을, B쪽에 가까 

우면 1점을 주었으며 그 결과를〈표 2〉에 나타내 

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 최빈값, 집단간 

의 유의적 차이는〈표 4〉와 같으며 신체부위별로 긴 

-짧은, 굵은-가는, 큰-작은, 비만한-수척한 또는 형태 

에 대한 인식의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수척집단의 

경우 2.08-3.75, 표준집단은 2.55~3.41, 비만집단의 경 

우 2.25-4.00에 분포되 었다. 수척집단은 약간은 가늘 

고, 길며 작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비만집단은 좀 더 

비만하고 굵고 짧으며 크다라고 인식하였다.

평균값이 3.50 이상이나 2.50 이하를 갖는 평가항 

목을 중심으로 신체부위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 

척집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척하며(평균 2.08, 최빈 

치 2;이하 용어 생략), 상반신길이가 짧고(2.38, 2), 가 

슴이 작으며(2.04, 2), 등이 앞으로 굽은 굴신체형 

(2.08, 2)에 팔길이(3.75, 4), 다리 길이(3.62, 4)가 길고 

아래팔둘레(2.08, 2), 발목둘레가 가늘다(2.33, 2)고 인 

식하였다. 반면 비만체형은 전체적으로 비만(3.85, 4) 

하며 목 길이가 짧고(2.25, 2), 허리둘레가 뚱뚱하고 

(4.00, 4)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비만(3.76, 4)하며 넓 

적다리(2.40, 2)(3 79, 4)와 종아리(2.20, 2)(370, 4)에 

대해 길이가 짧고 굵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어깨 

너비가 넓으며(4.00, 5) 가슴이 크고(3.43, 4) 다리길 

이가 짧다(2.32, 2)고 인식하였다. 또한 비만체형 역 

시 등이 앞으로 굽은 굴신체형(2.30, 3)으로 인식하였 

고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서】(3.86, 4)의 체형으로 인식 

하였다. 중간집단에 속하는 표준집단의 경우 대체적 

으로 중간을 이루어 평균 3.50이상이나 2.30이하를 

갖는 값은 없었으나 위팔둘레가 굵고(3.41, 3) 아래팔 

둘레가 가늘며(2.62, 3) 종아리가 가늘고(2.62, 3) 가 

슴이 작다(2.55, 3)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굴신체형 

(2.58, 3)에 가깝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은 

전반적으로 어깨너비가 넓고 위팔둘레가 굵으며, 등 

이 앞으로 숙여진 굴신체형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종아리가 가늘고 발목이 가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전기 여성은 체형과 상관없이 몸통부위의 둘 

레와 넓적다리둘러］, 위팔둘레의 굵고 짧게 인식하고 

가슴둘레는 더 작게 인식하여 신체만족도가 낮다는 

심정희")(2003)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는 Rehror Index에 의해 분류한 수척집단의 경 

우 가늘고 길게 인지하여 만족하였고 가슴뿐 아니라 

엉덩이의 빈약함에 불만족하였다. 쇄약형 범주의 주 

부가 엉덩이, 가슴, 허리, 몸이 가는 것에 대한 고민 

이 다른 체형에 비해 크다는 박우미'2)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척/비만 집단별 타인평가자의 신체부위 인식 

의 비교

사진 자극물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부위의 크기 

와 형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알아보기 위하여 

목, 몸통, 허리, 배, 다리, 전체 실루엣 등 각 부위별 

둘레, 너비, 길이, 비율, 형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신 

체인식을 알아보았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 최빈값, 집단간 

의 유의적 차이는〈표 3〉과 같으며 신체부위별로 긴 

-짧은, 굵은-가는, 큰-작은, 비만한-수척한 또는 형태 

에 대한 인식의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11) 심정희, Op. cit., p. 28.
12) 박우미,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993), pp. 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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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평가자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부위 인식의 비교

항목 (A-B) 집단구분 평균 최 빈치 F-value 항목 (A-B) 집단구분 평균 최 빈치 F-value

상반신이 긴- 

하반신이 긴

수척집단 2.38 2

1.194
어깨너비가 넓은- 

어깨너비가 좁은

수척집단 3.42 4

1.885표준집단 2.98 3 표준집단 3.28 3

비만집단 2.84 3 비만집단 4.00 5

전체적으로 비만한-

전체적으로 수척한

a 수척집단 2.08 2
11.035

***
가슴이 큰 - 

가슴이 작은

a 수척집단 2.04 2
5.058

**b 표준집단 3.00 3 ab 표준집단 2.55 2

b 비만집단 3.85 4 b 비만집단 3.43 4

목길이가 긴-

목길이가 짧은

b 수척집단 3.33 3
3.263

*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등이 앞으로 굽은

수척집단 2.08 2

1.255ab 표준집단 2.83 3 표준집단 2.58 3

a 비만집단 2.25 2 비만집단 2.30 3

팔 다리에 비해 몸통이 뚱뚱한 

몸통에 비해 파 다리가 뚱뚱한

a 수척집단 2.79 3
2.955

*
팔길이가 긴-

팔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75 4

2.286ab 표준집단 3.15 3 표준집단 3.03 3

b 비만집단 3.76 4 비만집단 2.90 2

엉덩이 옆선에 살이 많은- 

엉덩이 옆선에 살이 없는

수척집단 2.83 3

.555
다리길이가 긴 - 

다리길이가 짧은

b 수척집단 3.63 4
5.006

**표준집단 3.05 3 ab 표준집단 2.88 3

비만집단 3.30 3 a 비만집단 2.32 2

어깨너비〉엉덩이너비 

어깨너베〈엉덩이너비

수척집단 3.17 3

.019
위팔둘레가 굵은- 

위팔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3.17 4

1.127표준집단 3.10 3 표준집단 3.41 3

비만집단 3.10 3 비만집단 3.80 4

밑위길이가 긴-.

밑위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13 3

2.329
아래팔둘레가 굵은- 

아래팔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2.08 2

3.126표준집단 2.54 3 표준집단 2.62 3

비만집단 3.25 3 비만집단 3.16 3

넓적다리길이가 긴-

넓적다리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30 3

2.644
。형 다리-

X형 다리

수척집단 2.96 3 .017

표준집단 2.76 3 표준집단 2.90 3

비만집단 2.40 2 비만집단 2.89 3

무릎.발목길이가 긴- 

무릎-발목길이가 짧은

b 수척집단 3.33 4
3.655

*
넓적다리둘레가 굵은

a 수척집단 2.71 3
3.354

*ab 표준집단 2.74 3 ab 표준집단 3.08 3

a 비만집단 2,20 2 b 비만집단 3.79 4

발목둘레가 굵은- 

발목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2.33 2

1.961
方아리吉레가 굵匸- 

종아리둘레가 가는

ab 수척 집단 2.75 3
4.250

*표준집단 2.07 2 a 표준집단 2.62 3

비만집단 2.84 3 b 비만집단 3.70 4

허리둘레가 굵은- 

허리둘레가 가는

a 수척집단 3.08 3
3.216

*
아랫배를 내밀고 서는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ab 수척 집단 3.17 3
4.743

**ab 표준집단 3.65 3 a 표준집단 2.78 3

b 비만집단 4.00 4 b 비만집단 3.86 4

어깨가 솟은- 

어깨가 쳐진

수척집단 2.96 3

.077표준집단 3.08 3

비만집단 2.95 3

* p<.05, **p<.01, ***/?<.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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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수척집단의 

경우 2.69-3.28, 표준집단은 2.69~3.36, 비만집단의 경 

우 2.7&刁.47에 분포되는 것으로 볼 때 타인평가는 

전반적으로 3.00의 보통에 가까운 경향이 컸으며 수 

척/비만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도 자기평가에 비해 작 

게 나타났다.

자기평가에 비해 타인평가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적어 어깨형태(어깨가 솟은-어깨가 

쳐진)S.05)와 어깨너비와 엉덩이 너비의 비율(어깨 

너비가 엉덩이 너비에 비해 넓어보이는-어깨너비가 

엉덩이 너비에 비해 좁아보이는)S.05) 그리고 위팔 

둘러】(위팔둘레가 굵은-위팔둘레가 가는)0VO5)의 항 

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전기 여성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여성들의 체 

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간은 비 만하고 목길이가 짧 

으며 어깨너비가 넓고, 위팔둘레와 허리둘레가 굵으 

며, 가슴이 작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그리고 넓적다 

리도 굵은 뿐 아니라 종아리도 약간은 굵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상반신에 대해서 보다 아랫배를 내밀고 

서는 하반신 자세를 인지하였다.

3)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부위 인식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비교

사진자극물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균, 최빈값, 평가자간의 유의적 차이는〈표 

4〉와 같으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부위별로 긴- 

짧은, 굵은-가는, 큰-작은, 비만한-수척한 또는 형태 

에 대한 인식의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수척집단의 경우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유의한 차 

이가 있는 항목이 더 많았으며 비만집단으로 갈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수가 적어졌다.

수척집단의 경우 전체비만의 항목에 대해 자기평 

가와 타인평가의 차이0VOO1)가 크게 나타나 자신이 

전체적으로 수척하다고(2.08, 2) 생각하는 반면 타인 

평가자들은 보통(3.12, 3)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길 

이항목에 있어 자기평가자들은 목길이(3.33, 3)0<.05) 

가 약간 길다고 생각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오히 

려 목길이가 짧다(2.71, 2)고 평가하였고, 팔 다리의 

길이가 약간 길다고 평가한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보 

통으로 평가하였다. 자신들의 넓적다리 둘레가 약간 

가늘다(2.71, 3)고 생각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보 

통(3.38, 3)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척집단에 속하는 자 

기평가자들은 자신의 가슴이 작고 등을 앞으로 굽은 

굴신 체형으로 평가하였으나 타인평가자들은 보통이 

라고 평가하였다. 수척집단에 속하는 자기 평가자들 

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평가자들보다 더 가늘고 

길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타인 평가 

자들은 보통에 가깝게 인식하였다.

중간집단에 속하는 표준집단의 경우 자기평가자 

들은 밑위길이가 짧다(2.54, 3)고 생각한 반면 타인평 

가자들은 보통(3.03, 3)이라고 평가하였다. 발목둘레, 

아래팔둘레, 종아리둘레에 대해 약간 가늘다고 생각 

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자 

기평가자들은 상반신에 대해서도 등을 약간 앞으로 

굽은 굴신체형으로, 엉덩이를 약간 더 내미는 것으 

로 생각하였으나 타인평가자들은 가슴을 내미는 반 

신체형에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로 평가하였다.

비만집단의 경우 전체비만에 대해 자기평가자들 

은 더 많이 비만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타인평가 

자들은 보통에 가까운 비만으로 평가하였다. 허리둘 

러), 넓적다리길이와 무릎아래 종아리 길이에 대해 

자기평가자들은 더 많이 짧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타인평가자들은 보통에 가깝게 짧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그리고 넓적다리 둘레나 위팔둘레에 대해서는 

모두 굵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만체형의 자기평가 

자들은 더 굵거나 짧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타인 

평가자들도 굵거나 짧게 인식하였으나 그 정도가 보 

통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평가자들은 자신 

에 체형에 대해 수척집단은 더 수척하고 길이가 길 

거나 둘레가 가는 것으로 인지하며 비만집단은 더 

비만하고 둘레가 더 굵고 길이가 더 짧은 것으로 인 

지하였다.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더 보통에 가깝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만족도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비교

1) 자기평가자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불만족 

에 1점,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고 수척/비만 집단별 

평균과 최빈치를 구하여〈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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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척/비만 집단별 타인평가자의 신체부위 인식의 비교

항 목 집단구분 평균 최빈치 F-value 항 목 집단구분 평균 최빈치 F-value

상반신이 긴- 

하반신이 긴

수척집단 2.92 3

.068
어깨너비가 넓은- 

어깨너비가 좁은

수척집단 3.29 3

.087표준집단 2.94 3 표준집단 3.35 4

비만집단 2.97 3 비만집단 3.35 3

전체적으로 비만한- 

전체적으로 수척한

수척집단 3.12 3

1.170
가슴이 큰 -

가슴이 작은

수척집단 2.75 3

1.509표준집단 3.29 3 표준집단 2.77 3

비만집단 3.36 3 비만집단 3.02 3

목길이가 긴-

목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2.71 2

.071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 

등이 앞으로 굽은

수척집단 2.94 3

..922표준집단 2.69 3 표준집단 3.08 3

비만집단 2.76 2 비만집단 3.13 3

팔, 다리에 비해 몸통이 뚱뚱한J 

몸통에 비해 팔, 다리가 뚱뚱한

수척집단 3.12 3

1.872
팔길이가 긴- 

팔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12 3

1.799표준집단 3.25 3 표준집단 3.31 3

비만집단 3.44 3 비만집단 3.05 3

엉덩이 옆선에 살이 많은- 

엉덩이 옆선에 살이 없는

수척집단 3.23 3

.071
다리길이가 긴 - 

다리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2.99 3

.147표준집단 3.17 3 표준집단 3.05 3

비만집단 3.17 2 비만집단 2.98 3

어깨너비〉엉덩이너비 

어깨너비〈엉덩이너비

ab 수척 집단 3.24 3
3.021

*
위팔둘레가 굵은- 

위팔둘레가 가는

a 수척 집단 3.00 3
3.182

*a 표준집단 3.05 3 b 표준집단 3.38 3

b 비만집단 3.47 3 b 비만집단 3.33 3

밑위길이가 긴-

밑위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2.96 3

.133
아래팔둘레가 굵은- 

아래팔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2.87 3

2.160표준집단 3.03 3 표준집단 3.12 3

비만집단 3.02 3 비만집단 3.13 3

넓적다리길이가 긴- 

넓적다리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00 3

1.005
。형 다리-

X형 다리

수척집단 3.29 3

1.346표준집단 3.01 3 표준집단 3.21 3

비만집단 3.20 3 비만집단 3.07 3

무릎-발목길이가 긴- 

무릎•발목길이가 짧은

수척집단 3.04 3

.863
넓적다리둘레가 굵은- 

넓적다리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3.38 3

.429표준집단 2.85 3 표준집단 3.40 4

비만집단 2.83 3 비만집단 3.26 3

발목둘레가 굵은- 

발목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2.94 3

.654
종아리둘레가 굵은- 

종아리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3.15 3

.040표준집단 3.12 3 표준집단 3.18 3

비만집단 3.02 3 비만집단 3.14 3

허리둘레가 굵은-

허리둘레가 가는

수척집단 3.10 3

1.191

수척집단 3.24 3

.055표준집단 3.36 4
아랫배내밀고 서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표준집단 3.21 3

비만집단 3.24 3 비만집단 3.18 3

어깨가 솟은- 

어깨가 쳐진

b 수척집단 3.28 3
3.962

*ab 표준집단 2.97 3

a 비만집단 2.86 3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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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부위 인식의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비교

항 목 평가자

수척 집단(N=28) 표준집단(N=50) 비만집단 (N=27)

평균 최 빈치
T- 

value
평균 최 빈치

T- 
value

평균 최 빈치
T- 

value
상반신이 긴- 

하반신이 긴

자기 평가 2.38 2
-1.588

2.98 3
.065

2.84 3
-.462

타인평가 2.92 3 2.94 3 2.97 3
전체적으로 비만한-

전체적으로 수척한

자기 평가 2.08 2 -5.170
***

3.00 3
-1.050

3.85 4 2.057
*타인평가 3.12 3 3.29 3 3.36 3

목길이가 긴- 

목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33 3 2.079
*

2.83 3
.477

2.25 2
-1.172

타인평가 2.71 2 2.69 3 2.76 2
팔, 다리에 비해 몸통이 뚱뚱한 - 

몸통에 비해 팔, 다리가 뚱뚱한

자기 평가 2.79 3
-1.072

3.15 3
-.507

3.76 4
.896

타인평가 3.12 3 3.25 3 3.44 3
엉덩이 옆선에 살이 많은- 

엉덩이 옆선에 살이 없는

자기 평가 2.83 3
-.970

3.05 3
-.539

3.30 3
.066

타인평가 3.23 3 3.19 3 3.17 3
어깨너비〉엉덩이너비 

어깨너비〈엉덩이너비

자기 평가 3.17 3
-.265

3.10 3 .221
3.10 3 -.870

타인평가 3.26 3 3.04 3 3.41 2
밑위길이가 긴-

밑위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13 3
.553

2.54 3 -2.593
**

3.25 3
.679

타인평가 2.96 3 3.03 3 3.02 3
넓적다리길이가 긴-

넓적다리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30 3
.637

2.76 3
-1.108

2.40 2 -2.148
*타인평가 3.00 3 3.01 3 3.15 3

무릎-발목길이가 긴- 

무릎-발목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33 4
.874

2.74 3
-.418

2.20 2 -1.930
*타인평가 3.04 3 2.85 3 2.83 3

발목둘레가 굵은- 

발목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2.33 2
-1.972

2.07 2 -4.746
***

2.84 3
-.552

타인평가 2.94 3 3.12 3 3.10 3
허리둘레가 굵은-

허리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3.08 3
-.055

3.65 3 -.718
4.00 4 -2.606

**타인평가 3.10 3 3.36 4 3.24 3
어깨가 솟은- 

어깨가 쳐진

자기 평가 2.96 3
-.899

3.08 3 .262
2.95 3

.277
타인평가 3.28 3 2.97 3 2.86 3

어깨너비가 넓은-

어깨너비가 좁은

자기 평가 3.42 4
.422

3.28 3 -.534 4.00 5
1.979

타인평가 3.29 3 3.35 4 3.35 3
가슴이 큰 - 

가슴이 작은

자기 평가 2.04 2 2.228
*

2.55 2
1.300

3.43 4
-.987

타인평가 2.75 3 2.77 3 3.02 3
등이 뒤로 져쳐진- 

등이 앞으로 굽은

자기 평가 2.08 2 -3.376
**

2.58 3 -2.233
*

2.30 3 -3.488
**타인평가 2.94 3 3.08 3 3.13 3

팔길이가 긴- 

팔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75 4 2.307
*

3.03 3 -1.020
2.90 2

-.420
타인평가 3.12 3 3.31 3 3.05 3

다리길이가 긴 - 

다리길이가 짧은

자기 평가 3.63 4
2.039*

2.88 3 -.447
2.32 2

-1.583
타인평가 2.99 3 3.05 3 2.98 3

위팔둘레가 굵은- 

위팔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3.17 4
.509

3.41 3
.078

3.80 4
1.502

타인평가 3.00 3 3.38 3 3.33 3
아래팔둘레가 굵은- 

아래팔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2.08 2 -2.629
**

2.62 3 -2.372
*

3.16 3
.093

타인평가 2.87 3 3.12 3 3.13 3
。형 다리 •

X형 다리

자기 평가 2.96 3
-1.383

2.90 3
-1.518

2.89 3
-.741

타인평가 3.29 3 3.21 3 3.07 3
넓적다리둘레가 굵은- 

넓적다리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2.71 3 -2.605
**

3.08 3 -1.573
3.79 4

1.514
타인평가 3.38 3 3.40 4 3.26 3

종아리둘레가 굵은-

종아리둘레가 가는

자기 평가 2.75 3
-1.253

2.62 3 -2.557
**

3.70 4
1.888

타인평가 3.15 3 3.18 3 3.14 3
아랫배를 내밀고 서는-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자기 평가 3.17 3
-.431

2.78 3 -2.120
*

3.86 4 2.377
**타인평가 3.24 3 3.21 3 3.18 3

* p<・05, **p〈.Ol, ***K・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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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평가자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만족도의 비교

항 목 집단구분 평 균 최 빈치 F-value 항 목 집단구분 평 균 최 빈치 F-value

넓적다리

수척집단 2.88 3

1.347 가슴

수척집단 2.42 2

.524표준집단 2.63 2 표준집단 2.60 3

비만집단 2.52 2 비만집단 2.64 3

종아리

수척집단 2.88 3

.210 아래 팔

수척집단 3.00 3

.554표준집단 2.79 3 표준집단 2.83 3

비만집단 2.72 3 비만집단 2.80 3

목

수척집단 3.19 3

2.840 손목

수척집단 3.23 3

.677표준집단 3.06 3 표준집단 3.06 3

비만집단 2.72 3 비만집단 3.00 3

어깨너비

b 수척집단 2.88 3
3.246

* 어깨형태

수척집단 2.73 3

1.698ab 표준집단 2.69 3 표준집단 2.90 3

a 비만집단 2.32 2 비만집단 2.56 3

엉덩이형태

수척집단 2.42 2

2.478 자세

수척집단 2.77 3

2.344표준집단 2.65 3 표준집단 3.06 3

비만집단 2.92 3 비만집단 2.80 3

전체 실루엣

b 수척집단 2.65 3
3.135

* 다리형태

수척집단 2.65 3

.754b 표준집단 2.77 3 표준집단 2.67 3

a 비만집단 2.28 2 비만집단 2.80 3

윗팔

수척집단 2.77 3

1.401 몸통

수척집단 2.76 3

2.637표준집단 2.46 3 표준집단 2.67 3

비만집단 2.48 3 비만집단 2.32 2

허리

b 수척집단 2.96 3
6.543

** 배

b 수척집단 2.69 3
6.447

***b 표준집단 2.69 3 ab 표준집단 2.42 2

a 비만집단 2.16 2 a 비만집단 1.96 2

체중 분포도

수척집단 2.68 3

2.483 발목

수척집단 2.85 3

.203표준집단 239 2 표준집단 3.10 3

비만집단 2.16 2 비만집단 2.72 3

전체 18항목 중 수척집단의 경우, 목, 아래팔, 손 

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3.00이하의 평균값을 나 

타내 었고, 표준집단은 목, 손목, 자세를 제외한, 그리 

고 비만집단의 경우 손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3.00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중 2.50이하의 낮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어 강 

한 불만을 나타내는 항목은 수척집단의 경우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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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 엉덩이형태(2.42, 2)항목이었으며 표준집단 

의 경우 체중분포도(2.39, 2), 위팔(2.46, 3), 배 (2.42,

2)항목, 그리고 비만집단의 경우 어깨너비(2.32, 2), 

어깨형태(2.56, 3), 위팔(2.48, 3), 몸통(2.32, 2), 허리 

(2.16, 2), 배(1.96, 2), 넓적 다리둘레(2.52, 2), 전체실루 

엣(2.28, 2), 체중분포도(2.16, 2)항목이었다. 이것은 

박우미(199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을 살펴보면 

수척집단의 경우 가슴과 엉덩이형태가 빈약하다고 

인식하면서 불만족하였으며 표준집단의 경우 중년 

여성의 체형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배와 위팔의 

비만에 따라 불만족감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전체의 

체중분포도의 불균형감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만집단의 경우 배와 허리부위 

를 포함하는 몸통부위에 대한 강한 불만족감을 가지 

며 어깨와 위팔, 그리고 넓적다리에 이르는 체간부 

의 비만에 대해 매우 불만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다음으로 수척/비 만집 단 간의 유의 한 차이 를 나타 

내는 항목을 살펴보면 어깨너비(p<.05), 허리(p<.01), 

배(p<.001), 전체실루엣3<.05)의 항목이었다. 어깨너 

비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3.00이하의 불만족감을 가 

졌으며 특히 비만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굵 

고, 크고 넓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족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허리와 배에 대해서는 더 강한 

불만족감을 가졌다.

2) 수척/비만 집단별 타인평가자의 신체평가의 비 

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타인평가의 평가정도를 묻 

는 항목에서도 매우 좋아 보이지 않는다에 1점 매우 

좋아보인다에 5점을 부여하였고 수척/비만 집단별 

평균과 최빈치를 구하여〈표 6〉에 나타내었다.

전체 18항목 중 수척집단의 경우, 어깨형태, 위팔, 

아래팔, 손목, 발목, 자세 항목을 제외한, 그리고 표준 

집단과 비만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들이 3.00 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나타냈다.

그 중 평균 2.60 이하의 낮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 

어 강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수척집단의 경우 없었으며 표준집단의 경우 체중분 

포도(2.51, 2)와 전체실루엣(2.53, 3)이었다. 비만집단 

의 경우, 어깨형태, 위팔, 배, 엉덩이형태항목이었다. 

그러나 자기평가에서와 같이 2.50 이하의 평균값을 

갖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기평가에 비해 타 

인평가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척/비만 집단 간의 평가 차이를 나타 

낸 항목은 어깨형태0<.01), 위팔伽.05), 아래팔。，〈.이), 

손목(p<.05), 자세(p<.05)의 항목이었다• 대부분이 수 

척집단의 경우 3.00 이상의 보통인데 반해 표준집단 

과 비만집단은 좋지 않게 평가된 항목이었다. 비만 

집단의 경우 타인평가자들에게 어깨너비가 엉덩이 

너비에 비해 넓고 위팔이 굵으며 어깨가 쳐져 보이 

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어깨형태, 위팔, 아래팔, 손 

목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3) 신체만족도의 수척/비만 집단별 자기인식과 타 

인인식의 비교

사진자극물의 수척/비만 집단별 신체 각 부위에 

대한 평균, 최빈값, 평가자간의 유의적 차이는〈표 

7〉과 같으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부위별로 만 

족의 정도 특성을 파악하여 고찰하였다. 집단별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다르게 나타났다.

수척집단의 경우, 엉덩이 형태, 가슴, 목, 자세항 

목에 대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0<.05)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목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자들은 길 

게 인식하여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데 반해 타인평 

가자들은 짧게 인식하여.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엉덩이형태, 가슴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자들 

이 강하게 불만족하였으며 타인평가자들도 좋지 않 

게 평가하였으나 자기평가자들보다는 더 보통에 가 

깝게 평가하였다. 자세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자들은 

굴신체형에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로 인식하여 보통 

이하로 불만족하는데 반해 타인평가자들은 평균적 

인 자세로 인식하여 보통 이상으로 좋게 평가하였 

다.

표준집단의 경우 목, 위팔, 배 항목에 대해 자기평 

가와 타인평가에 유의한 차이。，<.01)를 나타내었다. 

목에 있어서는 자기평가자들이 보통(3.06, 3)으로 평 

가하는데 반해 타인평가자들은 보통이하(2.77, 3)로 

평가하였다. 위팔과 배 부위에 대해서는 자기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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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척/비만 집단별 타인평가자의 신체평가의 비교

항 목 집단구분 평 균 최 빈치 F-value 항 목 집단구분 평 균 최 빈치 F-value

넓적다리

수척집단 2.65 3

.046 가슴

수척집단 2.91 2

.478표준집단 2.71 2 표준집단 2.76 3

비만집단 2.65 2 비만집단 2.81 2

종아리

수척집단 2.96 3

.805 아래 팔

b 수척집단 3.15 3
3.697

**표준집단 2.91 2 ab 표준집단 2.88 2

비만집단 2.74 2 a 비만집단 2.81 3

목

수척집단 2.91 3

.699 손목

b 수척집단 3.08 3
2.895

*표준집단 2.73 3 ab 표준집단 2.86 3

비만집단 2.78 3 a 비만집단 2.77 2

어깨너비

수척집단 2.90 3

.642 어깨형태

b 수척집단 3.02 3
3.670

**표준집단 2.70 3 ab 표준집단 2.81 3

비만집단 2.71 3 a 비만집단 2.54 2

엉덩이 형태

수척집단 2.83 3

1.169 자세

b 수척집단 3.19 3
2.977

*표준집단 2.70 3 ab 표준집단 2.91 3

비만집단 2.53 3 a 비만집단 2.81 2

전체 실루엣

수척집단 2.86 3

2.088 다리형태

수척집단 2.94 3

.393표준집단 2.53 2 표준집단 2.81 3

비만집단 2.67 2 비만집단 2.79 3

윗팔

b 수척집단 3.05 2
3.030

* 몸통

수척집단 2.87 2

.406ab 표준집단 2.82 2 표준집단 2.73 3

a 비만집단 2.55 2 비만집단 2.75 2

허리

수척집단 2.86 3

.551 배

수척집단 2.85 3

.766표준집단 2.70 3 표준집단 2.70 3

비만집단 2.68 3 비만집단 2.60 2

체중 분포도

수척집단 2.89 3

2.096 발목

수척집단 3.16 3

2.377표준집단 2.51 2 표준집단 2.90 3

비만집단 2.71 2 비만집단 2.79 3

들이 강하게 불만족(2.46, 2.42)하는데 반해 타인평가 

자들은 더 보통에 가깝게 평가(2.82, 2.70)하였다.

비만집단의 경우 허리(P<.05), 배(p<.01), 체중분포 

도。，<.05)의 항목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항목들에 있어 자기평가자들은 강하게 불만족 

(2.16, 1.96, 2.16)을 나타냈으며 타인평가자들도 좋지 

않게 평가(2.68, 2.71, 2.60)하였으나 자기평가자들 보 

다 더 보통에 가깝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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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척/비만 집단별 자기평가자들의 신체만족도와 타인평가자들의 신체평가의 비교

항 목 평가자

수척집단 표준집단 비만집단

평 균 최 빈치 T-value 평 균 최 빈치 T-value 평 균 최 빈치 T-value

넓적다리
자기 2.88 3

1.208
2.63 2

-.563
2.52 2

-.606
타인 2.65 3 2.71 2 2.65 2

종아리
자기 2.88 3

-.328
2.79 3

一 .696
2.72 3

-.098
타인 2.96 3 2.91 2 2.74 2

목
자기 3.19 3 1.958

*
3.06 3 2.891

**
2.72 3

-.272
타인 2.91 3 2.73 3 2.78 3

어깨너비
자기 2.88 3

-.074
2.69 3

-.058
2.32 2

-1.398타인 2.90 3 2.70 3 2.71 3

엉덩이 형태
자기 2.42 2 - 2.388

*
2.65 3

-.367
2.92 3

1.498
타인 2.83 3 2.70 3 2.53 3

전체 실루엣
자기 2.65 3

-1.126
2.77 3

1.787
2.28 2

-1.289
타인 2.86 3 2.53 2 2.67 2

위팔
자기 2.77 3

-1.602
2.46 3 -2.492

**
2.48 3

-.265
타인 3.05 2 2.82 2 2.55 2

허리
자기 2.96 3

.509
2.69 3

-.072
2.16 2 -2.083

*
타인 2.86 3 2.70 3 2.68 3

체중 분포도
자기 2.68 3

-.897
2.39 2

-.998
2.16 2 -2.328

*
타인 2.89 3 2.51 2 2.71 2

가슴
자기 2.42 2 -2.171

*
2.60 3

-1.028
2.64 3

-.785
타인 2.91 2 2.76 3 2.81 2

아래 팔
자기 3.00 3

-1.162
2.83 3

-.300
2.80 3

-.038
타인 3.15 3 2.88 2 2.81 3

손목
자기 3.23 3

.875
3.06 3

1.551
3.00 3

1.077
타인 3.08 3 2.86 3 2.77 2

어깨 형태
자기 2.73 3

-1.809
2.90 3

.654
2.56 3

.068
타인 3.02 3 2.81 3 2.54 2

자세
자기 2.77 3 -1.995

*
3.06 3

1.157
2.80 3

-.050
타인 3.19 3 2.91 3 2.81 2

다리형태
자기 2.65 3

-1.470
2.67 3

-.993
2.80 3

.043
타인 2.94 3 2.81 3 2.79 3

몸통
자기 2.76 3

-.711
2.67 3

-.485
2.32 2

-1.706
타인 2.87 2 2.73 3 2.75 2

배
자기 2.69 3

一.860
2.42 2 -2.727

**
1.96 2 -2.629

**
타인 2.86 3 2.70 2 2.60 2

발목
자기 2.85 3

-1.470
3.10 3

1.346
2.72 3

-.247
타인 3.16 3 2.90 3 2.7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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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중년여성들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자신은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타인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 

교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년전기 여성들은 자기 체형에 대해 전반 

적으로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비만하고 어깨너비가 

넓고 위팔둘레가 굵으며, 등이 앞으로 숙여진 굴신 

체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종아리와 발목이 가는 것으 

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척, 표준, 

비만 집단간의 신체부위에 대한 자기 인식 차이가 

유의한 평가항목은 전체비만, 가슴크기, 다리길이, 

하반신의 자세 항목으로 수척집단은 자신의 신체가 

수척하고 가슴이 작으며 다리길이가 약간 길다고 인 

식하였다. 반면 비만집단은 전체적으로 비만하고 가 

슴이 보통보다 크며 다리길이 짧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랫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라고 인식하였다. 표준집 

단은 전체적인 비만은 보통이며 가슴이 약간 작고 

다리 가 짧지만 보통에 가까우며 아랫배를 약간 내밀 

고 서는 자세로 인식하였다.

둘째, 중년여성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은 비만하고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더 비만하며 목길이가 짧고 

어깨너비가 넓으며, 그리고 가슴이 작고 위팔둘레와 

넓적다리둘레가 굵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기평가 

자에 비해 수척/비만 집단간의 정도 차이는 더 적었 

다. 그리고 수척, 표준, 비만 집단간의 신체부위에 대 

한 타인 인식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어깨너비와 엉 

덩이너비의 비율, 위팔둘레의 굵기, 어깨형태의 항목 

으로 어깨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준집단에 비해 

수척집단과 비만집단은 엉덩이 너비에 비해 어깨너 

비가 넓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수척집단은 어깨가 

솟은 경향이 있고 위팔둘레가 보통인데 비해 표준집 

단과 비만집단은 어깨가 쳐진 경향이 있고 위팔둘레 

가 굵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신체부위 인식에 대한 자기평가자와 타인평 

가자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수척집단의 경우 전체비 

만, 가슴크기, 아래팔둘레, 상반신체형, 팔, 다리길이 

항목으로 자기평가자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척하고 가슴이 작으며, 상반신을 앞으 

로 숙인 굴신체형이고 아래팔둘레와 넓적다리둘레 

가 가늘고 팔과 다리길이가 긴 것으로 인식하는 반 

면 타인평가자들은 가슴은 작지만 보통에 가깝고 넓 

적 다리는 오히려 약간 굵으며 다른 항목들도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준집단의 경우 밑위길 

이, 발목둘러】, 종아리둘레였으며 자기평가자들은 밑 

위길이가 짧고 종아리와 발목둘레가 가늘다고 인식 

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밑위길이와 종아리, 발목 

둘레가 보통이라고 인식하였다. 비만집단의 경우 상 

반신체형과 하반신의 자세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 

어 자기평가자들은 굴신체형에 아랫배를 내밀고 서 

는 자세라고 인식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상반신 

은 굴신체형도 반신체형도 아니며 하반신도 아랫배 

를 내밀거나 엉덩이를 내미는 자세는 아니라고 인식 

하였다.

넷째, 신체 만족도에 있어 수척, 표준, 비만 집단 

간의 신체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한 평가 

항목은 자기평가의 경우 어깨너비, 전체 실루엣, 허 

리, 배, 부위였으며 수척집단은 전체 실루엣과 배에 

대해서는 불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어깨너비와 허리 

부위에 대한 만족감은 보통에 가까웠다. 그리고 비 

만집단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가장 큰 불만족감을 

나타냈다.

다섯째, 신체부위에 대한 타인평가의 경우는 위 

팔, 아래팔, 어깨형태, 손목, 자세의 항목에 수척/비 

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척집단은 위 

팔, 아래팔, 어깨형태, 손목, 자세의 항목에서 보통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며 비만집단은 가장 낮은 평가 

를 받았고 표준집단은 중간이었다.

다음으로, 신체 만족도에 있어 자기평가자와 타인 

평가자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평가항목은 수척집단 

의 경우 목, 가슴, 엉덩이형태, 자세였으며 자기평가 

자들은 목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 반면 타인평가자들 

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 평가를 하였고 가슴, 엉덩이 

형태, 자세항목에 대해 자신들은 불만족감을 갖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보통으로 평가하였다. 표준집 

단의 경우에는 목, 위팔, 배 부위에 대해 자기평가자 

들은 목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는 반면 타인평가자 

들은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하였고 위팔과 배에 대 

해서 자기평가자들은 불만족감을 갖는 반면 타인평 

가자들도 보통보다는 낮은 평가였으나 자기평가자 

들보다는 더 보통에 가까운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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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집단의 경우 허리, 배, 체중분포도에 대해 인식 

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자기평가자들은 강한 불만족 

감을 나타냈으며 타인평가자들도 더 보통에 가까웠 

지만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자기평가자들은 타인평가자에 비해 

신체부위의 인식이나 만족감의 표현에 있어 그 정도 

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자신의 체형을 가늘거나 길게 느끼고 있는 수 

척집단의 경우 신체 만족도도 더 높고 타인 평가도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 

나 굵고 짧게 느끼는 표준집단이나 비만집단의 경우 

자신의 만족감이나 타인의 평가도 보통 이하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목 부위에 대해 자기평가 

자들은 전반적으로 길고 가늘게 느껴 만족하는 반면 

타인평가자들은 짧고 굵게 인식하여 낮은 평가를 하 

는 신체부위였다. 그리고 다른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작고 가늘고 긴것에 만족도가 큰 반면 가슴에 대해 

서는 작게 인식하면서 불만족감을 나타냈고 타인평 

가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본 결과는 지역적인 제 

한과 신체만족도의 자기평가와 신체에 대한 타인평 

가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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