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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1) differences in parents' interest in their children's 
weight, appearance orientation, eating habits and appearance evaluation, and depression based on children’s gender, 
and (2) the pathway to children's depression.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included 641 fourth-grade children (300 
boys and 341 girls) who participated in a Korean Survey on Obesity of Youth and Children in 2009.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19.0 and path analysis with AMOS 7.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irls demonstrated higher scores in all variables except depression when compared to boys. Second, 
all variables indicated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boys' depression, and appearance orientation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on boys' depression. For girls, all variables again indicated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ain appearance orientation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on girls' depression.  However, the pathways to depression 
were different based on children's gender.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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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변함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마르고 예

쁜 모습이 ‘좋다’, 뚱뚱하고 못생긴 모습은 ‘나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Ricciardelli & McCabe, 2001). 심지어 더 나은 외모

를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

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Smolak, 2004), TV가 미치

는 사회적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생 사이에서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그들의 식단

을 이용한 다이어트 열풍까지 불고 있다(“소녀시대처럼 

먹으면 몸매도 비슷해질까?” 2011). 이는 과거에 비해 

성숙의 가속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사춘기를 맞

이하며(정옥분, 2002) 정신연령이 높아진 아동들이 외모

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내

면세계보다는 외모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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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 사회는 외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

향을 받아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잘못된 해

석을 하기도 한다(Jeon, 2008). 
아동기는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인 동시에 자신

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이다(Ricciardelli & 
McCabe, 2001). 이 시기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 수치심과 

불만족을 느끼면 과도한 섭식제한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

키려 하는데, 이러한 결과로 건강을 해치는 아동이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Smolak, 2004).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자존감 저하 또는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Huang et 
al., 2007), 우울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자아존중

감이 낮고, 집중력이 부족해져 학업수행능력이 저하되며, 
생리적 기능도 저하(Wicks-Nelson & Israel, 2005)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게 된다. 나아가 자신

의 외모에 관한 왜곡된 견해로 인한 우울감은 이후 청소

년기 또는 성인기에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의 원인

(Chyung, 2010; Clark & Tiggemann, 2007; McKnight 
Investigators, 2003; Stice et al., 2000) 중 하나로 정상적

인 생활에 지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섭식장애로 인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우울감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 등 아

동기 때 자신의 외모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정서상태는 이

후에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Ohring et al., 2002; 
Ricciardelli & McCabe, 2001). 그러나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왜곡

된 견해로 인한 아동기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여러 가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우울감과 같은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때 성에 따라 다르게 발달

(Gardner, et al., 1997; Ricciardelli & McCabe, 2001)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외모에 관한 관

심이 더 많은데(Hwang & Lee, 2009),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회문화적 요

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Grogan, 2006)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 속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거나(Huang et al., 2007), 불
만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Xanthopoulos et al., 2011), 
동시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도 남

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타났다(Chyung, 
2010; Smolak,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더 매력적인 외

모가 사회적 이익에 유리하고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더 많

이 받는다는 인식이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높기 때문

(Davis et al., 2001)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발달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Bronfenbrenner 

(1989)는 아동의 행동과 정서에, 그리고 가치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라고 하였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아동 역시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Allen et al., 2008), 초
등학교 3~5학년 여아의 체중과 몸매에 관한 부모의 관심

은 여아가 신체상 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Vander Wal, & Thelen, 2000). 또한 외모와 관련된 아

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

면 부모의 외모관심정도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Chyung, 2010), 체중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언급 역시 아동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molak et al., 1999).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외모 도식(appearance schema)에 의해 결정된다

(Tiggemann, 2006). 외모 도식이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지적 표상으로, 외모에 대한 신념과 외모가 삶에서 차

지하는 비중 정도인 외모지향성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

관적 평가로 나타난다.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 외모를 유지하

고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지 그 성향

을 나타내는 외모지향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긍

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

치며, 이러한 외모 평가는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Cash, 1990). 
식습관 역시 아동 자신의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중생의 우울감을 살펴본 연구(Hyun et al., 2002)에서

는 폭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

에 의해 부분매개됨을 확인하였다. 즉, 폭식으로 인해 우

울감이 더욱 증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부정적인 평가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외모

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Do, 2008). 아동이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식습관은 아동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관심

(Smolak et al., 1999)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동의 체중관리에도 더 관심을 갖을수록,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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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Hypothetical Model

식습관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부모 관련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식습관은 자신의 외

모에 대한 평가와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llen et al.(2008)은 10세 전후반 아동이 

지니는 체중과 몸매에 대한 관심은 식습관에 영향을 주었

다고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이 식습관은 부모 

관련 변인과 외모 지향성 및 자기 외모평가와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에 관

한 국내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모에 대한 

초등학생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요인이 심리정서문

제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아동의 부모 관련 요인과 외모

도식, 식습관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지만, 이러한 변인을 동일연구에서 한꺼번에 살펴본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Allen et al.(2008)은 외모와 관련된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사회문화

적, 행동적인 요소 등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입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을 모

방하여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국내

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을 대상으

로 외모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llen et al.(2008)이 

제안한 생물학적 요인들 가운데 성별을, 사회문화적 요인

들 중 하나인 부모와 관련하여 아동 체중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행동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식습관을, Cash(1990)
이 언급한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로 나타나는 외모도식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Chyung, 2010; Huang et al., 2007; Ricciardelli & 

McCabe, 2001; Smolak, 2004; Xanthopoulos et al., 
2011)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모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역시 아동

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에서 초

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4학년 아동이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우울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대상 우

울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모형[Figure 1]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

습관, 자신의 외모평가 및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

습관 및 자신의 외모평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어떠한가?

2-1 남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남아의 외모

지향성, 식습관 및 자신의 외모평가가 우울감

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어떠한가?
2-2 여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여아의 외모

지향성, 식습관 및 자신의 외모평가가 우울감

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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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아동·
청소년 비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전국 초등

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

법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초등학교 4학년 9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한국 아동·청소년 비만실태 조사

(KSYC-Obesity) 자료 가운데 결측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6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

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성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기 

시작(Ricciardelli & McCabe, 2001)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남아 300명(46.8%), 여아 341명(53.2%)이었다.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은 23명(3.6%), 양부

모가정은 618명(96.4%)이었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

의 경제수준은 ‘못 산다’가 36명(5.6%), ‘보통이다’가 

266명(41.5%), ‘잘 산다’가 339명(52.9%)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

 NYPI가 2009 KSYC-Obesity를 위해 제작한 ‘부모님은 

나의 체중관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의 1문

항이다. ‘매우 관심이 많다’를 1점, ‘전혀 관심이 없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였는데,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체중관리에 부모의 관심이 높

음을 의미한다.    

2) 외모지향성

NYPI는 2009 KSYC-Obesity를 위해 Cash(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의 하위요

인인 외모지향성(Appearance Orientation)을 사용하였다.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등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6
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

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2문항을 역코딩

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3) 식습관

NYPI가 2009 KSYC-Obesity를 위해 선행연구(Choi, 
1998; Kim, 1997; Ryu, 2002)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

수는 .75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
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2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 있고 긍정적인 식습관

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외모평가 

NYPI는 2009 KSYC-Obesity를 위해 Cash(1990)의 

MBSRQ의 하위요인인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
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등의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0이

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
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1문항을 역코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함을 의미한다. 

5) 우울

NYPI는 2009 KSYC-Obesity를 위해 Achenbach 
(1991)가 개발한 만 11세-18세까지의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

동 평가도구인 Youth Self Report(YSR)을 바탕으로 오

경자 외(2001)가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의 문항 가운데 우울 척도의 10문항을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를 1점, ‘자주 그렇다’를 

3점으로 하는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우울함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87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9.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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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in the models

variables range
Boy(n=300) Girl(n=341)

t
M(SD) M(SD)

parental interest in weight 1~5 3.28(1.26) 3.53(.97) -3.10**

appearance orientation 9~36 18.72(4.80) 21.34(4.98) -7.17***

eating habit 16~64 46.50(6.79) 48.18(6.22) -3.45***

appearance evaluation 4~16 9.53(2.14) 9.96(2.26) -2.63**

depression 10~30 21.91(5.39) 21.42(5.0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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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Inter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in the models for boys and girls

1 2 3 4 5

1. parental interest in weight - .21** .18** .05 -.02

2. appearance orientation .20** - .03 .15** .45**

3. eating habit .07 .07 - .09 -.24**

4. appearance evaluation .02 .18** .19** - -.19**

5. depression .10 .24** -.25** -.22** -

Note. Intercorrelations for boys (n=300) are presented below the diagonal, and intercorrelations for girls (n=341) 
     are presented above the diagonal. 
**p<.01 

도와 백분율 산출하여 분석하였고, 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아동의 우울감과 관련 예상 변인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적률 상관관계분석으로, 관련 예상 

변인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 및 효과

분해 등의 방법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습관, 자신의 외모평가 및 

우울감의 차이

우선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습관, 자신의 외모평가 및 우울감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여아 

부모(M=3.53, SD=.97)가 남아 부모보다 더 높았고, 외모

지향성도 여아(M=21.34, SD=4.98)가 남아보다 더 높았

으며, 식습관(M=48.18, SD=6.22)과 자신의 외모평가 역

시 여아(M=9.96, SD=2.26)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반면 우울감은 남아(M=21.92, SD=5.39)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아동의 성에 따른 모든 

변인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습관 및 자신의 외모평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아동 성에 따른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습관 및 자신의 외모평가가 아동의 우울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남아의 우울감은 외모지향성(r=.24, 
p<.01)과는 정적상관을, 식습관(r=-.25, p<.01), 외모평가

(r=-.22, p<.01)와는 각각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

아의 높은 외모지향성, 부정적인 식습관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낮은 평가는 높은 우울감과 각각 관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남아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남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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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Figure 2] Modified model for boys testing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depression. Parameter estimates for the 

model ar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Table 3> Path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in the modified models for boys

 path coefficients B β S.E. C.R.

parental interest in weight → appearance orientation .84 .20 .22 3.81***

appearance orientation → appearance evaluation .07 .17 .02 3.17**

appearance orientation → depression .33 .29 .06 5.90***

eating habit → appearance evaluation .06 .18 .02 3.49***

eating habit → depression -.18 -.22 .04 -4.51***

appearance evaluation → depression -.57 -.22 .13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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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우울감 역시 외모지향성(r=.45, p<.01)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식습관(r=-.24, p<.01), 외모평가

(r=-.19, p<.01)와는 각각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아의 높은 외모지향성과 부정적

인 식습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낮은 평가는 높은 우울감

과 각각 관계가 있었다. 여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역시 여아의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아의 우울감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모형[Figure 1]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GFI=.819, CFI=.871, TLI=.849, RMSEA=.085), 유의

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다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남아의 수정모델[Figure 2]의 적합도는 향

상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GFI=.995, CFI=.999, 
TLI=.998, RMSEA=.068)을 보였고, 이에 따라 부모 및 

외모 관련 변인에 의해 남아의 우울감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Table 3>과 같이 수정된 모

든 경로계수는 유의하여, 남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이 높을수록 남아의 외모지향성은 높았으며(β=.20, 
p<.001), 외모지향성이 높을수록 남아의 우울감도 높았으

나(β=.29, p<.01), 부정적인 식습관을 지닐수록(β=-.22, 
p<.01),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남아의 우

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22, p<.001).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남아의 우울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표준화된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3>. 이 중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간접효과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남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은 남아의 외모지향성

(β=.20, p<.001)을 거쳐서, 또는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

(β=.03, p<.01)를 거쳐서 남아의 우울감에 정적인 간접효

과를 보였다(β=.05, p<.01). 즉, 부모의 관심은 남아의 외

모지향성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고, 이를 통해 외모평

가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쳤으며 또한 우울감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쳤다. 이는 남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높은 

관심은 남아의 높은 우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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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Figure 3] Modified model for girls testing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depression. Parameter estimates for 

the model ar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Table 4> Path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in the modified models for girls

 path coefficients B β S.E. C.R.

parental interest in weight → appearance orientation 1.06 .21 .26 4.03***

parental interest in weight → eating habit 1.16 .18 .33 3.52***

appearance orientation → appearance evaluation .07 .15 .02 2.86**

appearance orientation → depression .50 .50 .04 11.36***

eating habit → depression -.19 -.23 .04 -5.40***

appearance evaluation → depression -53 -.24 .10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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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
남아의 외모지향성은 우울감에 정적인 직접효과(β

=.29, p<.001)를 보이기도 하고, 외모평가(β=.17, 
p<.001)를 거쳐 부적인 간접효과(β=-.04, p<.01)를 보이

기도 하여 .26의 총효과(p<.01)를 보였다. 이는 외모지향

성이 1 표준편차씩 증가하였을 때 외모지향성과 우울감 

간에 가정된 모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남아의 

우울감 점수가 .26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남아의 외모지향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

향이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를 거쳐서 우울감에 간접적

으로 미치는 부적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식습관은 우울감에 부적인 직접효과(β

=-.22, p<.001)를 보였고, 외모평가(β=.18, p<.001)를 거

쳐서도 부적인 간접효과(β=-.04, p<.01)를 보여, 총효과

는 -.27(p<.01)이었다. 즉 식습관이 1 표준편차씩 증가하

였을 때 식습관과 우울감 간에 가정된 모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남아의 우울감 점수는 .27 표준편차만

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아의 식습관이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적 영향과 외모평가를 거쳐 우울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적 영향이 합쳐져서 남아의 식습관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외모평가(β=-.22 p<.001)는 우울감에 각각 

부적인 직접효과만 보였다. 이는 남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우울감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초등학교 4학년 여아의 우울감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설모형[Figure 1]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GFI=.826, CFI=.879, TLI=.860, RMSEA=.072), 유의

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다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여아의 수정모델[Figure 3]의 적합도 역시 

향상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GFI=.994, CFI=.991, 
TLI=.977, RMSEA=.053)을 보였고, <Table 4>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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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외모지향성은 높았고(β=.21, p<.001), 긍정적

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β=.18, p<.001). 외모지향성

이 높을수록 여아의 우울감도 높았으나(β=.50, p<.001), 
긍정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감도 낮았고(β
=-.23, p<.001),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록 우울감은 낮았다(β=-.24, p<.001).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남아의 우울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표준화된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4>. 이 중 간접효과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간접효과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여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은 외모지향성(β=.21, 
p<.001)을 거쳐서, 또는 외모지향성과 외모평가(β=.03, 
p<.01)를 거쳐서, 또는 식습관(β=.18, p<.001)을 거쳐서 

여아의 우울감에 정적인 간접효과(β=.05, p<.01)를 보였

다. 즉, 여아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은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친 외모지향성을 거쳐서, 또는 외모지향성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외모평가를 거쳐서, 또는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습관을 통해서 여아의 우울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아의 체중에 

관한 부모의 높은 관심은 여아의 높은 우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여아의 외모지향성은 우울감에 정적인 직접효과(β=.50, 

p<.001)를 보였고, 외모평가(β=.15, p<.001)를 거쳐서 우

울감에 부적인 간접효과(β=-.04, p<.01)를 보여, .46의 총

효과(p<.01)를 보였다. 이는 여아의 외모지향성이 1 표준편

차씩 증가하였을 때 외모지향성과 우울감 간에 가정된 모

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여아의 우울감 점수는 

.46 표준편차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여아의 외모지향

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적 영향보다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식습관(β=-.23, p<.001)과 외모평가(β=-.24, 

p<.001)는 우울감에 각각 부적인 직접효과만 보였다. 이

는 여아의 식습관이 부정적일수록 또는 자신의 외모에 대

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우울감은 높음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아동·청소

년 비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2009 한국 아동·청소년 

비만실태 조사(KSYC-Obesity)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생물학적 변인인 성, 사회문화적 변인인 부모의 관심, 행
동적인 변인인 식습관, 외모도식인 외모지향성과 외모평

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

심, 아동의 외모지향성, 식습관, 자신의 외모평가 및 우울

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외모

지향성, 식습관, 외모평가에 관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남아에 비해서 여아 체중에 관한 부모

의 관심이 더 높고, 외모를 지향하는 정도도 여아가 더 

높으며, 식습관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긍정적으로 형

성하고 있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여아가 더 긍

정적이었다. 즉 남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에 대해서는 여아가 더 민

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Hwang과 Lee(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

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여아의 외모평가 점수가 

남아의 외모평가 점수보다 약간이나마 유의하게 높은 결

과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자신의 외모평가를 부정적으로 

한다는 선행연구(Huang et al., 2007; Xanthopoulos et 
al.,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아가 외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받는 만큼 외모를 

가꾸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우울감 점수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

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외국 아동을 대상으로 외모와 

관련한 우울감을 조사한 Smolak(2004)의 연구와 국내 아

동을 대상으로 한 Moon et al.(2011)의 연구 및 초기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Chyung(201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비록 여아 우울감의 평균점수와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지만, 남아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는 

본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아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여아

에 비해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이 여아보다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의 심리정서가 더 취약한 



아동 체중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아동의 외모도식과 1)식습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9

- 23 -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주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

지만, 남아도 여아 못지않게 감성을 타고 났다(Kindlon & 
Thompson, 2000). 따라서 남아 역시 위험요인에 의해 부

정적인 심리정서상태를 가질게 되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취약한 남아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한 남아의 

식습관이 여아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남아가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면 이

로 인한 우울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아의 부정적인 식

습관은 건강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강교육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 아동의 외모도식

과 식습관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식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 식습관은 자신의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외모

평가에는 영향을 미쳐 우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아의 경우, 식습관은 자신의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에 영향을 받았지만, 신체상에 의해 부분매개되어 우

울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Hyun et al., 2002)와
는 달리, 외모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아의 식습관

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 크기가 여아의 경우보

다 더 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체중

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는 별도로 긍정적인 식습관을 형성

한 남아는 보다 균형 잡힌 신체를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

고, 우울감 역시 낮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여

아의 체중에 관한 부모의 더 높은 관심이 여아로 하여금 

긍정적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외모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식습관 형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Smolak et al,.(199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체중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 이로 인한 식

습관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동시

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아에 비해 높은 우울감을 보

이는 남아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우울감을 낮출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이다. 
또한 남·여아의 경우 모두 외모지향성의 총효과가 가

장 컸지만, 그 크기에서는 차이를 보여, 외모지향성의 총

효과 크기는 여아의 경우가 남아의 경우보다 더 컸다. 즉, 
남·여아의 경우 모두 외모지향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아는 외모지향성이 여아의 심리

정서적 문제중의 하나인 우울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력적인 외모가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모에 더 관심이 

많고, 외모와 관련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

(Davis et al., 2001; Grogan, 2006; Hwang & Lee, 
2009;  Smolak,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여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경로에 따라 외모지향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외모지향성이 우울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때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외모지향성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는데, 외모평가를 거치는 경우

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 높은 외모지향성이 자신의 외모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어, 이로 인해 우울감

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가 아동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아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왜곡된 견해

를 갖기 보다는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파악하여 긍정적

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다면 아동은 외모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

적·행동적·생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생의 외모관련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나마 진행되었

던 외모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여아를 대상이었으나, 남아

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 관련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심리정서문제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에 따라 그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

다. 부모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인 또래의 인

식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아

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심층적이고 입체

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주제어: 외모지향성, 외모평가, 식습관, 우울,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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