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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BMI 분류기준과 9점-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준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현장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하
고, 여대생들이 체형에 대해 실제로 인식하고 정도를 파악하여 체형인식의 왜곡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비만의 기준
에 대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BMI 분류기준과 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준의 일치도, 그리고 여대생의 BMI에 따
른 신체상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Spearman의 등위차상관계수 및 카파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여자대학생이 판정한 신체상 평정척도 분류기준과 BMI 분류기준은 통계적으로 ρ=.719(p<.001)로 높은 
상관과 κ=.506(p<.001)로 보통 수준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신체상과 관련하여 인종의 
특성에 따른 크기와 형태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다르거나 비만도가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체형인식과 심리적인 측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신체질량지수, 신체상, 신체상평정척도, 일치도, 분류기준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investigating the measures of agreement between BMI classification standard 
and that of 9-point contour drawing rating scale(CDRS), verifying their usefulness for the application to the 
filed, examining university students'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their bodies, and offering correct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torted recognition of their bodies.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of agreement between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BMI and that of CDRS, and the wome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body 
images depending on BMI, Cross tabulation was carried out, and χ2,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and 
kappa statistics were calculated. As the analysis results,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CDRS and BMI judged 
by general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statistically the correlation was high with p=.719(p<.001) and an 
average level of confirmity with k=.506(p<.001). Based on these results, regarding body shape, sizes and shapes 
according to raci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trolle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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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 생을 포함한 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나 체형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체 등 사회․문

화 인 향으로 마른 몸매를 이상형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지난 20년간 이상 인 여성의 체형이 능 인 체형

에서 마른체형으로 변화한 [1]과 더불어 다이어트 산

업과 정보매체의 발달 등이 여성들의 체형 인식  체  

감량과 련하여 향을 미치고 있다[2].

최근 들어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 인 

상으로 인해 체 감량에 한 스트 스, 우울 증상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폭식증이

나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 증상도 훨씬 크게 나타난다

[3, 4]. 이와 같은 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외 으로 단

되는 경우가 많고, 날씬한 체형을 가진 여성에게서 자신

에 한 신뢰감이 높고 정서  안정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 6]. 신체에 한 과 평가 한 여성이 남성

보다 심하며[7], 자신의 신체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

향이 높게 나타났고[8, 9], 비만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정

상체 이거나 체 인 여성들까지 자신의 체 을 과체

이나 비만이라고 인식하여 심각한 스트 스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11].

‘한 개인이 자신의 체형에 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신체상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체 조  동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13]. 자신의 체

형에 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신체 이미지 왜곡

(body image distortion)이나 정서 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체형 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은 운동이나 식이조 과 같은 체 조  

행태에 나쁜 향을 미쳐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를 래할 수 있다[12, 14].

체형은 자신의 몸에 한 개인 , 주 인 인지로써 

인격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 의 하나이고[15], 의식·

무의식  요소로 실제 신체 구조와 기능, 신체와 련된 

경험, 외모에 한 사회  반응, 신체와 련된 사회문화

 가치  이상과의 복합 인 향을 받으며[16], 신체

의 겉모습, 내부,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 태도, 성

격의 반응이라 하 다[17]. 표 체 이나 체지방량을 측

정하는 객  척도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주 으로 인지된 건

강상태가 의학 으로 정의된 질병보다 의료 이용에 더 

요하게 용된다는 연구 결과[18]를 통해서 각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체형인식 한 객 인 검사도구 못지

않게 요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2]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13.4%가 과체  

이상으로 정된 결과에 비해 55%가 자신이 과체  이

상이라고 평가했으며, 제3차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이

용한 연구결과[19]에서도 실제 과체 이거나 비만인 여

성은 13.5% 지만, 주  체형인식에서는 30.7% 정도

가 자신이 과체 이거나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 한국과 미국의 여 생을 상으로 한 연

구[20]와 한국과 일본의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21]

에서 체형 만족도와 본인이 평가한 체형과의 련성이 

실제 체형과의 련성보다 한국, 미국, 일본 여 생 모두 

부분 높게 나타나 주  체형인식이 체형 만족도에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연령별로 체형 만

족도에 해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20  79.2%, 30  

52.7%가 자신의 체형에 해 만족하지 못하 다[22]. 여

러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체 으로 자신

의 체형에 해 심이 많으며 자신의 체형을 정확한 

단이나 기  없이 주 으로 단하여 객 으로 비만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이라고 왜곡된 단을 

하고,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3]. 이와 같이 정상 는 체 임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실제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왜곡 단하여 과

도한 체 조  행 (단식, 폭식, 구토 등)를 래할 수도 

있으며, 반 로 비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에 해 만족하는 경우 체 조 을 한 노력을 소

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상 인식을 평가하는 

것은 비만의 방과 치료에 매우 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외에서 신체상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용한 연구는 

소아비만에 련한 신체상 연구[24, 25. 26],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신체상 연구[27, 28], 성인을 상으로 한 신

체상 연구[29] 등 모든 연령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아들을 상으로 7단계 소아 신체상 그림

을 사용한 선행 연구[30],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31],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신체상 그림을 사용하여 체형 

만족도와의 계를 조사한 연구[32]가 이루어졌다. 한 

신체상 평정척도에 한 분류의 성  타당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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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33, 34]들은 무용 공자들을 상으로 조사되었

다. 이처럼 부분의 연구에서는 체형인식을 알아보기 

한 도구로 문항을 이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주  

체형인식을 알아보았으며, 한 일반 여성을 상으로 

신체상평정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신체상의 지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는 그동안 10

개 이상의 도구가 개발되어 연구 장에서 용되어 왔다. 

그  Sorenson 등[35]과 Thompson와 Gray[36]의 척도

는 표 으로 활용되고 있는 9  신체상평정척도이며, 

Shroff[37]는 이 척도를 마른체형집단에게 용할 경우 

상되는 낮은 변별력을 고려하여 원래의 9단계 사이에 

간 척도 을 각각 삽입함으로서 체 17단계의 신체상 

척도를 제시하 다. 신뢰도는 검사의 길기가 짧을수록 

문항이 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38] 오히

려 9  척도보다 17  척도는 무 많은 선택 신체상으로 

피검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MI 분류기 을 거로 설정

하여 그림으로 구성된 9  신체상 평정척도(CDRS)의 분

류기 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장 용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목 이 있으며, 추가 으로 여자 학

생들의 실질 인 신체 인식 정도를 악하여 체형 인식

의 왜곡에 한 올바른 정보와 비만의 기 에 한 잘못

된 편견을 바로잡기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학교에 재학 인 여자 학생을 상으로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실시하 다.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연구 상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학생들 500명에게 설문지

를 배부한 후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여자

학생 총 492명을 연구 상으로 최종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BMI

Under

(n=190)

Normal

(n=202)

Over

(n=94)

 Obese

(n=6)

Height(cm) 164.2±5.3 162.9±5.4 161.9±4.4 155.6±14.0

Weight(kg) 47.6±3.6 55.9±5.6 67.9±6.0 79.7±15.0

2.2 측정도구

2.2.1 BMI(Body Mass Index; kg/m2)

본 연구에서는 BMI(신체질량지수)를 추정하기 하

여 참여자의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신장과 체 을 측정

하 다. 설문지 구성은 <Table 2>와 같이 일반  특성 4

문항(연령, 학년, 신장, 체 ), 신체상 2문항( 재체형, 이

상체형)으로 구성하 으며, 신장과 체   어느 한 가지 

변인에라도 응답을 하지 아니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자기보고에 의한 신장  체  측정 방법은 직  

측정 방법을 거로 한 타당도 검사 결과에서 신장은 .94, 

체 은 .93으로 높은 타당도를 검증하 다[39].

2.2.2 신체상평정척도

      (CDRS; Contour Drawing Rating Scale)

신체상평정척도는 1983년 Sorensone 등이 부모의 15

년  체 을 추정하기 하여 개발되었으며[35], 1988년

도 Harvard Growth Study의 추 조사에서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후 신체상의 지각  측면을 측정하는 도

구는 그동안 10개 이상의 도구가 개발되어 연구 장에서 

용되어 왔다. 그  Sorenson 등[35]과 Thompson와  

Gray[36]의 척도는 표 으로 활용되고 있는 9  신체

상평정척도이다. Shroff[37]는 이 척도를 마른체형집단에

게 용할 경우 상되는 낮은 변별력을 고려하여 원래

의 9단계 사이에 간 척도 을 각각 삽입함으로서 체 

17단계의 신체상 척도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의 실용도 차원에서 

Thompson와 Gray[36]에 의해 수정되고 개발된 9  척

도 ‘Contour Drawing Rating Scale’을 이용하여 재 체

형 는 원하는 체형을 측정하 다. 

[Fig. 1]과 같이 신체상평정척도는 9 단계로 이루어진 

(단계가 낮을수록 비만도가 낮음) 9 가지의 다른 신체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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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our Drawing Rating Scale

<Table 2> Configuration of the Questionnaire 
Contents Item 

Characteristics Age, Grade, Height, Weight 4

Body images
Physical body type

Ideal body type
2

2.3 측정변인의 평가기준 분류 방법

2.3.1 BMI

BMI는 체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지수로 

체질량지수이며,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MI)=
kg
m²

산출된 체질량지수는 WHO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

류를 기 으로 BMI 18.5 미만은 체 군, 18.5～24.9는 

정상 체 군, 25～29.9는 과체 군, 30이상은 비만으로 분

류하 다. 

2.3.2 신체상평정척도

2.3.2.1 신체상 인식 정도

신체상 인식 정도는 이상 체형에서 재의 체형을 뺀 

결과가 +2(이상 체형이 2이상 높은 경우)는 ‘체 을 늘리

고 싶은 집단’, ±1(두 체형의 차이가 1단계 이내인 경우)

은 ‘만족하는 집단’, -2(이상 체형의 단계가 2이상 낮은 

경우)는 ‘체형을 이고 싶은 집단’으로 여자 학생들의 

신체상에 한 인식 정도를 분류하 다.

2.3.2.2 신체상평정척도(CDRS) 분류기

BMI 분류기 에 해당하는 신체상평정척도(CDRS)의 

재 체형 분류기 을 추정하기 해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Fig.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신체상 1, 2는 마른 체형, 

3, 4, 5는 정상 체형, 6, 7은 비만 체형 8, 9는 고도비만 체

형으로 분류하 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여 생들의 BMI 분류기 을 

거로 하여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상평정척도 분류

기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한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우선 인구통계학  변

인에 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실시

하 으며, 독립변수로 설정한 BMI 분류기 에 해당하는 

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 인 종속변수를 추정하기 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류기  설정 정확성 검증을 한 ROC 분석을 실시하

다. BMI 분류기 과 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 의 일치

도, 그리고 여자 학생의 BMI에 따른 신체상 인식 정도

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

하여 카이제곱(χ2), Spearman의 등 차상 계수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카 통계량

(kappa statistics)을 산출하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IBM SPSS 21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처

리 하 으며, 모든 통계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BMI 근거 신체상평정척도 분류기준 추정

본 연구에서는 BMI 분류기 에 해당하는 신체상 평

정척도의 분류기 을 추정하기 해 연구 상자들의 신

장, 체 에 의해 산출된 BMI를 독립변인, 신체상 평정척

도 재체형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을 산출하 다

<Table 3>. 산출된 표 화 회귀계수는 .756(t=25.585, 

p=.00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로 나타났으며, 추정

식 [ 재체형 = .344(BMI) - 2.895]을 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산출된 추정식을 이용하여 WHO의 체질량지수에 따

른 분류기  각각에 해당하는 신체상 평정척도의 분류기

은 신체상 1, 2, 3은 마른 체형, 4, 5는 정상 체형, 6, 

7은 비만 체형 8, 9는 고도 비만 체형으로 분류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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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BMI vs current body type 

Physical body type (present)

B SE β t p

(Constant) -2.895 .283 -10.216 .001

BMI .344 .013 .756 25.585 .001

R²=.572, df=491, F=654.597, p=.001

[Fig. 2] Classification of the CDRS based on the 
standard BMI

3.2 분류기준 설정을 위한 ROC 분석

여 생들이 지각한 신체상평정척도의 BMI 변별 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분류의 정확성 검증과 

련하여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으

로 살펴보았으며 AUC(Area Under Curve)를 이용하여 

분류의 정확성을 결정하 다. ROC 기 에 해당하는 

민감도는 Y축, 1-특이도는 X축으로 기 (cut-off 

score)을 결정할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 곡선하의 

면 , Kappa 지수 등과 같은 방법이 용된다. 

BMI의 분류기 은 체 , 정상체 , 과체 , 비만이

지만 <Table 1>과 같이 과체 과 비만의 표본 수가 

어 ROC 분석으로 정확성 검증은 정상체 과 과체  기

(cut-off score)을 살펴보았다<Table 4>, [Fig. 3]. 

ROC 분석결과에 의하면 ' 체 +정상체 '과 '과체

+비만체 '을 분류하는 신체상평정척도의 AUC 값은 

.921로 Obuchowski(2003)이 제안한 .70이상 기 을 기

로 할 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97∼.945 신뢰구간을 나타내었다. 한 분류기 은 '

신체상 5'로 ·정상체 과 과·비만체 의 분류기 을 

나타내었다<Table 4>.

[Fig. 3] Roc-Curve for Classification   
        (under·normal - over·obese weight)

<Table 4> Roc Analysis Results for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ensitivity Specificity

1 1.000 1.000

2 1.000 .972

3 1.000 .804

4 1.000 .564

5 .980 .286

6 .820 .112

7 .350 .028

8 .000 .005

9 .000 .000

AUC .921

SE .012

CI .897∼.945

3.3 BMI와 신체상 분류기준의 일치도

여 생들이 분류한 재체형에 한 분류와 BMI 분

류 기 과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교

차분석과 Spearman의 등 상 계수(ρ)를 산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분류 기

 간의 상 계수(ρ)가 .719(p=.001)로 높은 상 을 나타

내었다. 두 분류 기  간의 일치정도는 κ=.506(p=.001)로 

50.6%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BMI의 체  집단의 70.5%가 

신체상에서 마른 체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 체

에서는 60.9%가 정상 체형으로 나타났다. 과체 과 비만

집단이 비만 체형에서 각각 80.9%, 100% 분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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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BMI & CDRS agreement
BMI

Physical body type (present)
Total

Thin Normal Obese Extremely  

Under

a 134 54 2 0 190

b 70.5 28.4 1.1 0 100

c 78.4 27.7 1.6 0 38

Normal

a 37 123 40 2 202

b 18.3 60.9 19.8 1 100

c 21.6 63.1 32.3 100 41.1

Over

a 0 18 76 0 94

b 0 19.1 80.9 0 100

c 0 9.2 61.3 0 19.1

Obese

a 0 0 6 0 6

b 0 0 100 0 100

c 0 0 4.8 0 1.2

Total

a 171 195 124 2 492

b 34.8 39.6 25.2 0.4 100

c 100 100 100 100 100

χ2=339.791, df=9, p=.001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ρ)=.719, p=.001
kappa statistics(κ)=.506, p=.001
* a=n, b=BMI %, c=Classification %

<Table 6> Body awareness of the BMI classification 
BMI

Body awareness
Total

Increase Satisfaction Lose

Under

a 5 150 35 190

b 2.6 78.9 18.4 100.0

c 71.4 65.5 13.7 38.6

Normal

a 2 73 127 202

b 1 36.1 62.9 100.0

c 28.6 31.9 49.6 41.1

Over

a 0 6 88 94

b 0 6.4 93.6 100.0

c 0 2.6 34.4 19.1

Obese

a 0 0 6 6

b 0 0 100 100

c 0 0 2.3 1.2

Total

a 7 229 256 492

b 1.4 46.5 52 100

c 100 100 100 100

χ2=166.273, df=6, p=.001
* a=n, b=BMI %, c=Satisfaction %

3.4 BMI에 따른 신체상 인식 정도의 차이

여 생들의 BMI에 따른 신체상 인식 정도(이상체형-

재체형)를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χ2=166.273, df=6, p=.001

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체  집단은 체  증가(2.6%), 만족(78.9%), 체  감량

(18.4%)로 만족하는 것에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 

체  집단은 체  증가(1%), 만족(36.1%), 체  감량

(62.9%)로 정상 체 임에도 불구하고 62.9%가 체  감량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과체   비만 집단은 

만족(6.4%), 체  감량(과체 : 93.6%, 비만: 100%)으로 

나타나 부분 체  감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신체 불만족은 자가와 이상 인 신체크기 추정치 사

이의 불일치로 개념화되고 있다. 재와 이상  신체크

기의 추정이 체 인 신체 불만족을 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가  이상  신체크기 측정이 

모두 신체크기 불만족 결정의 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

졌다[40]. 이후 신체상 평정척도는 체형 불만족을 확인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

나 이들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은 실제 어떤 이미지가 어

느 정도의 마른 정도  살  정도를 나타내는지 단할 

수 있는 기 이 제시되지 않은 채 수행됨으로써 응답자

들의 주  단에 의한 결정으로 발생하는 객 성과 

련된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일반 여자 학생들을 상으로 신체상 평정척도의 범주

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BMI 분류기 과 어

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일반 여자 학생이 정한 신체상 평정척도 분류기

과 BMI 분류기 은 통계 으로 ρ=.719 (p<.001)로 높은 

상 을 나타내었으며, 두 분류기  간의 일치도는 κ

=.506(p<.001)로 나타났다. 두 분류에 한 일치도가 

50.6%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수 의 일치도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공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34]에서 약 42%의 일치도를 나타낸 결과에 비교하

면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지만 신체상평정척도가 주

 인식으로 측정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으로 개

발된 척도로 무용 공자를 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 신체상평정척도를 이용하여 무용 공집

단의 재 혹은 이상  신체상을 평가한 선행연구[41]에

서는 신체상평정척도가 합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이 척도가 백인을 상으로 개발된 척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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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종 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종의 특

성과 주  단의 향으로 비교  높은 일치도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 차후 신체상과 련하여 인종의 특성에 

따른 그 크기와 형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MI에 따른 신체상 인식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상체  집단은 날씬한 체형임에도 불구

하고 체 감량을 원하는 것으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문화  차원에서 여 생들

이 마른 몸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마른 

이상 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 비교, 자아존 감 변인들 

간의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42]와  연구 상자의 BMI

가 과체 군일수록, 신체상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아존

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43]와도 

일치한다. 즉,  BMI가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체형이 좀 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것은 외모 주의 

사회문화 인 태도에 더 향을 받아 마른체형이 이상

인 체형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신체상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상체 이나 표 체 에 해

당하는 신체상을 건강한 이미지와 함께 정  이미지로 

묘사되도록 매스미디어의 좀 더 보편  노출과 함께 다

양한 사회문화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5. 제언

이 연구는 일반 여자 학생들의 BMI 분류기 을 

거로 하고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상평정척도 분류

기 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신체상평정척도 분류는 합한 것으로 보

통 수 의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

생들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문화  향으로 

인해 잘못된 방법으로 체 리를 함으로써 건강상의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 생의 체형 인식에 

향을 미치는 추가 인 변수에 한 탐색  연구가 필

요하며 인구통계학  특성이 다르거나 비만도가 높은 

상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체형 인식과 심리 인 측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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