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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는 날씬하고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체형으

로 선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체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Suh, 2013). 특히 인터넷, 스마트

폰, 중매체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고 마른 체형

을 새로운 미의 기준인양 무분별하게 부각시킴으로서(Woo, 

2008),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주 소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

는 무리한 체중조절과 이로 인한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문제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Mase et al., 2013). 물론 현재는 

경제적 수준 향상과 편리해진 생활양식으로 인해 육체적 활동

의 기회가 적어지고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섭취량이 증가하여 

단순 비만,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 등 성인

병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운동, 식이 등을 통한 체중조절이 강조되는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Chaung, 2001). 그러나 외모에 한 잘못

된 사회 통념으로 인해, 정상 체중으로 체중조절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만으로 인지하는 왜곡된 신체

지각은 불만족스러운 신체상뿐만 아니라 체중감소를 위한 부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져 신체와 정신건강을 저해하기도 한다

(Chung & Lee, 2010). 정상 체중을 가진 여자 학생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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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자 학생 17.8%가 스스로를 비만 체형이라 지각하고 식

이제한, 운동, 다이어트 약물복용 등을 통해 체중감소를 시도

하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Kim (201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왜곡된 신체지각은 개인만

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사회적 가치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사

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자신의 체형에 한 지각은 실제 자신의 신체치수에 한 

정확한 정보로 평가되기 보다는 주관적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의해 좌우된다(Nam & Lee, 2001). 특히 학생 시기는 신체

적 외모와 연관된 사회적 압력에 민감하고 신체적 자기평가

를 통해 정체성과 자기가치를 형성하는 시기로(Crocker & 

Wolfe, 2001), 많은 학생들이 신체에 한 왜곡된 기준을 

내재화시켜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Kim, 2010; Yom & Lee, 2011). 일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손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맹목적으로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기도 하는데(Suh, 2013), 이들은 체중조절

을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방법으로 운동이 아닌 식이요법 및 

식사제한, 단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Chaung, 2001). 과체

중인 사람들은 물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들까지도 스

스로를 비만이라 인식하며 체중감소를 위해 운동요법이 아닌 

식이제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Kim, 2010; Suh, 2013), 

이러한 체중감소를 위한 사용하는 부적절한 식이제한은 영양

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성

장장애, 골다공증, 어지러움, 의욕상실 등을 비롯하여 거식증, 

폭식증 등의 섭식장애,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Chung & Lee, 2010; Kim, Kim, & Jung, 2012). 

학생을 상으로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학생들의 

왜곡된 신체지각에 한 이해 없이 이들의 현재 신체상과 그

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

에, 학생들의 왜곡된 신체지각 즉 실체 신체 치수가 아닌 스

스로 지각하는 체형 만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체중조절 행

위를 이해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지각된 

체형 유형이 건강에 한 관심 및 우울을 비롯한 일반적인 체

중조절 형태인 식이제한, 운동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왜곡된 신체지각이 체중 조절 행위와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신

체상 확립과 왜곡된 신체지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에 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체형지각 유형이 건강관심, 우

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올바른 신체상 확립 및 건강한 체형유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건강관심, 

우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학생의 체형지각 유형이 건강관심, 우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에 순수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체형지각 유형이 건강관심, 우울, 식이

제한 및 운동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A시 H 학과 J시 D 학 두 곳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측정변수에 

한 성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남녀 학생이 유사한 수로 표

집 될 수 있도록 편의추출하여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남

녀 각 200명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50

부를 회수하였고,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308부

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중간, 유

의수준 .05, 검정력 .95, 공변량 5개를 선정하였을 때, 251명

의 표본 수가 산출되므로, 본 연구에서의 308부의 설문지는 

공변량 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에 적

합하다. 

3. 연구도구

1) 체형지각 유형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마른 체형(1점)에서 가장 뚱뚱한 체형(9

점)까지 그림으로 나타낸 Stunkard, Sørensen과 Schul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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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drawing for body image. (Source: Stunkard et al., 1980).

(1980)의 시각적 체형도(Figure 1)를 이용하였으며, 이 측정

도구는 연구 상자가 직접 선택한 현재 자신의 체형이라고 인

식하는 그림(현재 체형)의 값에서 이상적이라 생각하여 희망

하는 체형(이상 체형)의 그림값을 뺀 차이값을 확인함으로써 

체형지각 정도를 확인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를 이용한 차이값 중 점수 범위 -8~-1점의 경우 현재 체형보

다 큰 체형을 원하는 것, 즉 자신이 이상 체형보다 마른 체형이

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른 체형지각 그룹’으로 명하

였다(예를 들어 시각적 체형도의 그림에서 현재 체형을 1점으

로 선택하고 이상 체형을 9점으로 선택한 경우, 그 차이 값은 

-8점이므로 현재 스스로를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그리고 점수범위 1~8점의 경우 현재 체형보다 작은 

체형을 원하는 것, 즉 자신이 이상 체형보다 비만 체형이라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만 체형지각 그룹’으로 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0점으로 경우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이 동

일한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체형 만족 그룹’으로 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현재 체형과 이상 체형 각

각의 값을 포함시켜 연구 상자의 특성 및 연구 변수에 미치

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였다. 

2) 건강관심

건강관심은 학생을 상으로 한 Noh (2009)의 건강관심

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과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이다(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다른 변수들과의 비교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점수 가능범위

=20~100점),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Noh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6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8이었다. 

3) 우울

우울은 Kim, Kim과 Won (1984)의 표준화한 간이정신진

단검사 중 우울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

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본 연

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

으며(점수 가능범위=20~100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984)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4였다. 

4) 식이제한

식이제한은 Kim과 Choi (2009)의 의식적 식이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생용으로 개발되어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 각각 3명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시

행하여 문체, 서술, 내용에 한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사용하

였다. 의식적 식이제한 측정도구는 의식적으로 식이를 제한하

려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10문항의 도구로, 4점 Likert 척도

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측정도구의 총점

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 가능범위=25~100점),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식

이를 조절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Cho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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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Cronbach's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0이었다. 

5) 운동실천

Choi (2010)의 운동실천 의도에 관한 측정도구 4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현재의 운동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간만 된

다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다’의 문항을 ‘나는 시간 나는 로 

꾸준히 운동을 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

실천 측정도구는 6점 Likert 척도이며(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측정도구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점수 가능범위=17~ 100점).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실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

는 본 설문조사에 앞서 남녀 학생 각 3명씩 총 6명을 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체나 서술을 보완 및 재수정하였

다.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며,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목

표 표본 수에 도달할 때까지 각 학과 교수의 허가와 협조를 통

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과 익명성에 해 연구 상자들에게 설명하고 협

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료수집에 동의한 자만을 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에는 연구 상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wo-tailed, Significance p<.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상자의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x2-test, Fisher's exact test 그리고 

One-Way ANOVA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반

적 특성과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통해 확인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형지각 유형이 연구 변수

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일반적 특성 중 연구 

변수에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ANC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연구 상자 중 마른 체형지각 그룹은 50명, 현재 체형 만족 

그룹은 56명, 그리고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201명으로, 65.6%

가 스스로의 체형을 비만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 마른 체형지각 그룹과 현재 체형 만족 그룹에

서는 남성이 각각 39명, 38명으로 더 많았으나 비만 체형지각 

그룹에서는 여성이 129명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

고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40.29, p<.001). 체중

조절 경험의 경우 전체 상자의 68.2%가 체중조절 경험이 있

었으며, 마른 체형지각 그룹의 35명이 없음으로 더 많이 답한 

것에 비해 현재 체형 만족 그룹과 비만 체형지각 그룹에서는 

있음으로 각각 30명, 161명으로 더 많이 답하여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x2=50.25, p<.001). 흡연여부는 세 그룹 모두

에서 비흡연자가 각 30명, 32명, 155명으로 흡연자보다 많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8.91, p=.012). 

체중조절에 한 지식 정도는 점수 가능범위 0~20점 중 마른 

체형지각 그룹은 12.0점, 현재 체형 만족 그룹은 12.7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14.0점으로 그룹 간 차이를 나타냈다(F= 

7.84, p<.001). 또한 지식수준의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체형 만족 그룹과 비만 체형지각 그룹에서 중간 수준(각각 23

명, 105명)과 높은 수준(각각 18명, 72명)이 많은 수를 차지한 

것에 비해, 마른 체형지각 그룹에서는 중간 수준(25명)과 낮

은 수준(16명)이 많은 수를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2=18.14, p=.001). 현재 체형의 경우 점수 가능범위 1~9점 

중, 마른 체형지각 그룹은 2.6점, 현재 체형 만족 그룹은 3.8

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4.9점으로 그룹간 차이를 나타냈다

(F=105.38 p<.001). 현재 체형의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마

른 체형지각 그룹은 1~3점 (42명), 체형 만족 그룹은 1~3점

(25명)와 4~6점 (30명),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4~6점

(170명)에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다(x2=132.21, p<.001). 이상 체형의 경우는 점수 가능범

위 1~9점 중, 마른 체형지각 그룹은 3.9점, 현재 체형 만족 그

룹은 3.8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3.1점으로 그룹 간 차이를 

나타냈다(F=19.21 p<.001).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마른 체

형지각 그룹과 체형 만족 그룹은 4~6점 (각각 31명, 3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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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N=308)

Variables† (range) Categories

Skinny perception
(n=50)

Satisfaction
(n=56)

Obesity perception
(n=202) x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39 (12.8)
11 (3.6)

 38 (12.4)
17 (5.6)

 71 (23.3)
129 (42.3)

 40.29 (＜.001)

Grade 1st
2nd
3rd
4th

17 (5.7)
13 (4.3)
10 (3.3)
10 (3.3)

17 (5.7)
11 (3.7)
16 (5.4)
11 (3.7)

75 (25.1)
37 (12.4)
46 (15.4)
36 (12.0)

  2.75 (.839)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Yes
No

15 (5.0)
 35 (11.6)

30 (9.9)
22 (7.3)

161 (53.3)
 39 (12.9)

 50.25 (＜.001)

Smoking Yes
No

20 (6.6)
30 (9.9)

20 (6.6)
 32 (10.5)

 46 (15.2)
155 (51.2)

  8.91 (.012)

Drinking Yes
No

 38 (12.5)
12 (4.0)

 41 (13.5)
11 (3.6)

154 (50.9)
 47 (15.5)

  0.14 (.931)

Knowledge of weight control
(range: 0~20)

Low
Middle
High

16 (5.2)
25 (8.2)
 8 (2.6)

12.0±3.9

15 (4.9)
23 (7.5)
18 (5.9)

12.7±4.4

24 (7.9)
105 (34.3)
 72 (23.5)
 14.0±3.2

 18.14 (.001)

  7.84 (＜.001)

Current body shape‡

(range: 1~9)
1~3
4~6
7~9

 42 (13.7)
 8 (2.6)
 0 (0.0)
2.6±0.9

25 (8.1)
30 (9.8)
 1 (0.3)
3.8±1.0

15 (4.9)
170 (55.4)
16 (5.2)
4.9±1.1 

132.21 (＜.001)

105.38 (＜.001)

Desired future body shape‡ 
(range: 1~9)

1~3
4~6
7~9

18 (5.9)
 31 (10.1)
 1 (0.3)
3.9±1.0

25 (8.1)
30 (9.8)
 1 (0.3)
3.8±1.0

140 (45.6)
 60 (19.6)
 1 (0.3)
3.1±1.0

 25.55 (＜.001)

 19.21 (＜.001)

†Excluded missing data; ‡Fisher's exact test.

서 높은 수를 나타냈으나, 비만 체형지각 그룹은 1~3점 (140

명)에서 높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x2=25.55, p<.001). 연구 상자의 학년과 음주여부의 비교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일반적 특성과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건강관심, 우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의 차이

건강관심의 경우, 성별, 체중조절 경험, 흡연여부, 음주여

부, 현재 체형, 이상 체형 및 체형지각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F=3.25, p=.022)과 체중조절 지

식(F=5.05, p=.00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는데, 사후 검정 결과, 특히 2학년 그룹 46.9점에 비해 3학

년 그룹이 52.3점으로, 낮은 수준의 체중조절 지식 그룹 46.2

점에 비해 중간 수준의 체중조절 지식 그룹이 51.1점으로 건

강관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의 경우, 학년, 음주여부, 현재 체형 및 체형지각 유형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t=23.85, p< 

.001), 체중조절 경험(t=7.78, p=.006), 흡연여부(t=9.07, p= 

.003), 체중조절 지식(F=3.72, p=.025), 이상 체형(F= 5.89, 

p=.00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여

성 그룹 65.9점, 체중조절 경험 그룹 62.6점, 비흡연자 그룹 

62.5점, 높은 수준의 체중조절 지식 그룹 64.9점, 7~9점 의 

이상 체형 그룹 66.7점으로 가장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식이제한의 경우는 학년, 음주 여부, 체중조절 지식 및 이상 

체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

(t=21.33, p<.001), 체중조절 경험(t=70.17, p<.001), 흡

연여부(t=19.17, p<.001), 현재 체형(F=10.50, p<.001), 

체형지각 유형(F=39.81,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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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Health Concern, Depression, Dietary Restriction, and Exercise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N=308)

Variables Categories
Health concern Depression Dietary restriction Exercise practi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9.9±11.1
 48.9±10.7

0.58
(.448)

54.0±218
65.9±20.6

23.85
(＜.001)

49.0±15.0
56.8±14.1

21.33
(＜.001)

 37.7±20.8
 43.2±19.2

5.74
(.017)

Grade 1sta

2ndb

3rdc

4thd

 48.4±11.0
 46.9±10.9
52.3±9.8

 50.0±11.4

3.25
(.022)
b＜C

60.9±20.3
62.3±25.8
62.2±20.8
53.6±21.3

2.15
(.095)

51.8±14.5
55.1±18.5
52.7±13.0
52.9±15.2

0.61
(.607)

 38.3±18.8
 42.4±20.6
 41.7±20.9
 41.5±21.5

0.73
(.534)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Yes
No

 49.6±10.6
 48.2±11.5

1.27
(.261)

62.6±22.1
55.1±21.2

7.78
(.006)

57.3±13.1
43.4±14.1

70.17
(＜.001)

 42.4±20.6
 37.0±18.5

4.77
(.030)

Smoking Yes
No

 49.1±10.9
 49.3±10.9

0.03
(.863)

54.1±22.6
62.5±21.4

9.07
(.003)

47.1±14.1
55.2±14.6

19.17
(＜.001)

 37.3±19.5
 42.0±20.3

3.38
(.067)

Drinking Yes
No

 49.6±11.0
 48.2±10.5

0.90
(.343)

56.9±21.7
61.1±22.1

2.02
(.156)

53.7±17.7
52.7±13.9

0.27
(.606)

 41.3±20.7
 40.4±20.0

0.10
(.748)

Knowledge of 
weight control 

Lowa

Middleb

Highc

 46.2±10.8
 51.1±10.5
 49.3±10.9

5.05
(.007)
a＜b

60.0±20.6
57.3±21.9
64.9±22.2

3.72
(.025)

50.0±17.0
53.3±14.5
54.2±14.6

1.38
(.255)

 43.4±18.6
 40.2±20.8
 39.3±19.0

0.75
(.475)

Current body 
shape 

1~3a

4~6b

7~9c

 49.6±11.0
 49.1±10.9
 50.6±10.3

0.19
(.824)

58.3±21.6
61.1±22.0
60.0±23.9

0.47
(.628)

46.9±17.3
55.0±13.6
58.7±10.4

10.50
(＜.001)
a＜b, c

 41.3±21.8
 39.9±19.5
 47.1±18.9

1.04
(.354)

Desired future 
body shape 

1~3
4~6
7~9

 49.8±10.7
 48.9±10.9
 40.0±20.0

1.38
(.253)

63.6±20.9
55.0±22.6
66.7±23.1

5.89
(.003)

54.7±14.7
50.6±15.0
52.5±25.4

2.73
(.067)

 42.9±20.6
 37.6±19.0
 27.8±19.2

3.09
(.047)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Skinny perceptiona

Satisfactionb

Obesity perceptionc

 48.0±12.1
 48.7±10.7
 49.9±10.6

0.69
(.504) 

56.0±21.4
59.6±22.4
61.6±21.9

1.34
(.263)

38.2±11.2
52.6±15.5
57.0±13.2

39.81
(＜.001)
a＜b,c

 37.1±23.4
40.1±7.9

 41.8±19.8

1.14
(.321)

a, b, c=Post-Hoc.

차이를 나타냈는데, 그룹별로는 여성 그룹 56.8점, 체중조절 

경험 그룹 57.3점, 비흡연자 그룹 55.2점, 7~9점 의 현재 체

형 그룹 58.7점과 비만 체형지각 그룹 57.0점이 높은 식이제

한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사후 검정 결과 현재 체형에서는 

1~3점  그룹 46.9점보다 4~6점  그룹 55.0점과 7~9점  

그룹 58.7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형지각 유형에서는 마른 

체형지각 그룹 38.2점보다 체형 만족 그룹 52.6점과 비만 체

형지각 그룹 57.0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운동실천의 경우, 학년, 흡연여부, 음주여부, 체

중조절 지식, 현재 체형 및 체형지각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t=5.74, p=.017), 체중조절 경

험(t=4.77, p=.030), 이상 체형(F=3.09, p=.047)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별로는 여성 그룹 43.2

점, 체중조절 경험 그룹 42.4점, 1~3점 의 이상 체형 그룹 

42.9점으로 가장 높은 운동실천 점수를 나타냈다(Table 2). 

3. 체형지각 유형이 건강관심, 우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

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회귀선 기울기의 동일성 검사를 통해 공변량 

분산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공변량과 체형지

각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건강관심(F=1.31, p=.272), 우울 

(F=0.91, p=.436), 식이제한(F=2.55, p=.055) 및 운동실천

(F=0.28, p=.840)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귀

선의 기울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건강관심의 경우 공변량인 학년과 체중조절 지식 및 독립변

수인 체형지각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체형 만족 그룹을 기준으로 한 모수 추정 결과에서도 마른 체

형지각 그룹 -0.05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 0.01점의 차이를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의 경우는 공변량을 배제한 체형지각 유형에 따라서는 



 Vol. 20 No. 2, 2013    157

대학생의 체형지각 유형이 건강관심, 우울, 식이제한 및 운동실천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in Health Concern, Depression, Dietary Restriction, and Exercise Practice
(N=308)

Variables Sources SS or B MS or SE t or F p df eta2

Health
concern

Total
Error
Grade†

Knowledge of weight control†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Skinny perception
Satisfaction
Obesity perception

3,914.00
227.35

2.33
0.51
0.07

-0.05
0.00
0.01

0.78
2.33
0.51
0.04
0.18

0.14

2.99
0.65
0.05

-0.28

0.07

.085

.421

.956

.783

.947

302
297
1
1
2

.01

.00

.00

Depression Total
Error
Gender†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Smoking†

Knowledge of weight control†

Desired future body shape†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Skinny perception
Satisfaction
Obesity perception

3,024.00
323.34
10.72
7.13
1.22
1.19
1.88
1.33

-0.02
0.00
0.16

1.12
10.72
7.13
1.22
1.19
1.88
0.66
0.22

0.18

9.55
6.35
1.09
1.06
1.69
0.59
0.11

0.88

.002

.012

.297

.304

.196

.555

.915

.381

301
293
1
1
1
1
1
2

.03

.02

.00

.00

.01

.00

Dietary
restriction

Total
Error
Gender†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Smoking†

Current body shape†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Skinny perception
Satisfaction
Obesity perception

2,377.20
115.48

0.06
2.57
0.11
0.38
4.08

-0.43
0.00
0.12

0.40
0.06
2.57
0.11
0.38
2.04
0.14

0.12

0.14
6.44
0.26
0.96
5.12

-3.20

1.00

.708

.012

.609

.327

.007

.002

.320

302
295
1
1
1
1
2

.00

.02

.00

.00

.03

Exercise
practice

Total
Error
Gender†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Smoking†

Desired future body shape†

Type of body shape perception‡

Skinny perception
Satisfaction
Obesity perception

6,604.00
410.42

0.51
4.58
1.10
5.98
0.25

-0.02
0.00
0.08

1.42
0.51
4.58
1.10
5.98
0.12
0.24

0.20

0.36
3.24
0.78
4.22
0.09
0.08

0.39

.548

.073

.378

.041

.917

.934

.696

302
295
1
1
1
1
2

.00

.01

.00

.01

.00

†Covariate;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ric estimation show.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변량인 성별(F=9.55, p=.002)과 체중

조절 경험(F=6.35, p=.012)에 따라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받

았다. 그리고 체형 만족 그룹을 기준으로 마른 체형지각 그룹 

-0.02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 0.16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식이제한의 경우 체형지각 유형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았

으며(F=5.12, p=.007) 3%의 상 적 기여도를 나타냈다. 또

한 공변량인 체중조절 경험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6.44, p=.012). 그리고 체형 만족 그룹을 기준으로 마른 

체형지각 그룹 -0.4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 

-3.20, p=.002), 비만 체형지각 그룹 0.12점의 차이로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운동실천의 경우 공변량인 이상 체형(F=4.22, 

p=.041)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았으나 공변량을 배제한 체형

지각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체형 만족 그룹

을 기준으로 마른 체형지각 그룹 -0.02점, 비만 체형지각 그룹 

0.08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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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 상자의 다수가 스스로의 주관적 체형을 비만 체

형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체형을 비만으로 지각한 

학생들뿐 아니라 현재 체형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의 과반

수 이상이 체중감소를 위한 체중조절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객관적인 체형인 비만도를 측정하지 않아 실제 체중과 

비만의 관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분의 응

답자들이 현재 체형보다 더 마른 신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선

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현재 체형이 4~6점 의 보통 

수준이나 미래의 이상 체형을 1~3점 의 마른 수준으로 선택

한 비만 체형지각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전체 157명의 

여자 학생 중 129명(82.2%)이 스스로를 비만하다고 지각하

는 등 성별에 따른 체형 인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Chaung, 2001; Kim & Kim, 2010)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에 속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이라 인지하고 있는 점(Kim & Kong, 

2004; Lee & Oh, 2004; Lee, Y. M., 2004; Paek, 2002)과 아

동기부터 인식되어진 이상적인 체형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성인기에도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

로 지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Lee, J. S., 2004)을 고려

할 때, 스스로를 비만 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이거나 남성보

다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은 여 생(Gingras, Fitzpatrick, & 

McCargar, 2004)의 왜곡된 신체상은 성인기 이후까지도 이

상적인 체중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학시기 동안 이들의 올바른 신체상 확립을 위한 신

속한 중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체중조절 경험 유무와 체중조절 지식수준의 경우, 비만 체

형지각 그룹에서 그 응답 빈도와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체

중조절 지식 수준의 분포 또한 마른 체형지각 그룹보다 비만 

체형지각 그룹이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에 응답 빈도를 나타

냈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비만이라 지각하는 학생들은 체

중감소를 목적으로 관심있게 정보를 구하고 이를 숙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의 식이제한 점수가 운동실천 점수 

41.8점보다 높은 57.0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들의 체중조

절 지식이 식이에 국한되어있는 것인지 또는 운동에 한 정

보가 부족하지는 않을지에 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관심의 경우 학년과 체중조절 지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을 뿐, 이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체형지각 유형에

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체형지각 유형에 따른 세 그룹 

모두에서 약 50점의 보통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스로의 체형을 

비만으로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형으로 인한 신체적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비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

강문제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

라서 추후 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건강문

제 발현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중조절

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학생 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비만 학생을 위한 건강교

육 프로그램이 체중감소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울의 경우도 세 그룹 모두에게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점수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만 체형지각 

그룹이 61.6점으로 세 그룹 중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여성, 체중조절 경험자, 비흡연자, 체중조절에 한 

지식 수준이 높은 자, 그리고 보통 수준보다 작거나 크게 즉 왜

곡되게 이상 체형을 선택한 자들에게서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공변량인 성별과 체중조절 경험에 따라 유

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인 비만도에서 자신을 비만인 것으로 평가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Dunkley & Griloc, 2007; Kim, 

2010; Kim & Kong, 2004)와 유사한 것으로, 외적인 아름다

움에 가치를 두는 현 사회에서 학생 특히 여 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해 스스로의 체형과 체중에 한 객관적 평가

를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지지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식이제한을 살펴보면, 마른 체형지각 그룹에서의 38.2점의 

낮은 수준의 점수와 달리, 현재 체형 만족 그룹과 비만 체형지

각 그룹에서는 50점 의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수를 나

타내어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

성, 체중조절 경험자, 흡연자 그리고 보통 수준보다 크게 자신

의 현재 체형을 인식하고 있는 자에게서 식이제한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 공변량을 통제한 체형지각 유형과 공변량인 

체중조절 경험에 따라 식이제한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초 ․ 중 ․ 고등학생이나 여 생의 경우 자신이 뚱뚱하다고 

지각할수록 체중조절 경험이 많고 체중조절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식사량 또는 횟수 줄이기’와 ‘굶기’를 

선택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Chaung, 2001; 

Je, Lee, Sakong, Song, & Sohn, 2003; Lee, Y. M., 2004; 

Yook & Shim, 2009). 현재의 체형은 식이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Je et al., 2003), 비만일 경우 식사량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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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줄이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

은 비만이 아님에도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절식을 시도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만한 사람의 자발적인 체

중감소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정상체중인 사람의 체중조절은 낮은 자아존중

감 및 우울과 관련이 있고(Je et al., 2003; Wilson, 1993), 원

하던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과 무력감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McCarthy, 

1990). 또한 섭식 절제는 성공적인 체중감소를 가져올 수 있

지만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Pagoto et al., 2007), 체중조절을 위한 

무조건적인 식이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만 체형지각 그룹에서는 마른 체형지각 그룹과 현재 체형 

만족 그룹에 비해 운동실천을 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과체중뿐만 아니라 저체중인 사람들에게도 올

바른 식생활 태도 및 영양 섭취와 더불어 운동실천이 중요하

다. 체중조절을 위해 단순히 식이제한으로 무리한 다이어트

를 시행하는 것보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

구하고(Kim, 2012), 본 연구 상자들은 40점 정도로 보통보

다 낮은 수준의 운동실천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여성, 체중조

절 경험자, 이상 체형을 보통보다 마르게 선택한 자일수록 운

동실천 점수가 높으며, 공변량을 통제한 체형지각 유형이 아

닌 공변량인 이상 체형에 따라 운동실천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등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미래의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

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많은 학생들이 체중조절의 방

법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인 운동보다는 신체 및 정

신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식이제한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이들이 체중조절 위한 방법으로 운동

이 아닌 식이제한을 주로 선택하는 이유를 밝혀내는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체

형에 한 왜곡된 지각을 줄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인식에 의한 자신의 체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불필요

한 식이제한을 시도하여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을 해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실천 및 건강관리에 한 적극

적인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함도 확인

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신체에 한 왜곡된 기준으

로 스스로를 비만 체형으로 지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운동실천이 아닌 식이제한을 통해 체중감소를 시도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이들의 올바른 신체상 확립과 왜곡

된 신체 지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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