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고도로 산업화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대중들

의 화두가 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의 증

가는 대중들의 운동참가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쳐왔다.

특히 건강한 외모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되면서현대인들은자신의외모를건강하게가꾸기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외모가 사

람들의승진, 연애, 취업과같은일상생활에중요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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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시에 소재하는 공공 및 사설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총 16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서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은 
운동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필라테스 참가자의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은 외모 도구성에 미친다. 넷째, 팔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 사이에
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팔라테스 참가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다는 긍정적 신념은 사회
적 관계를 갖는데 외모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매개로 필라테스 운동지속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필라테스, 신체가치관, 외모 도구성, 운동지속행동, 참가자
Abstract  The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related values, appearance instrumentality 
and exercise adherence behavior of Pilates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162 who were 
participating in public and private Pilates program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by SPSS 
and AMOS 18.0 ver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overal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ilates 
participant's body related values, appearance instrumentality and exercise adherence behavior was suitable. More 
specifically, first, Pilates participant's body related values has influence on exercise adherence behavior. Second, 
Pilates participant’s appearance instrumentality affects exercise adherence behavior. Third, Pilates participant's 
body related values has influence on heir appearance instrumentality. Forth,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ody related values of Pilates participants, appearance instrumentality and exercise adherence behavior. 

Key Words : Pilates, Body related values, Appearance instrumentality, Exercise adherence behavior, Pilates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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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치기시작하면서다양한방법들이외모관리를위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1]. 특히,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

로하는다양한운동들인에어로빅이나요가가대중들에

게인기를끌고있으며, 최근균형과조화로운몸매를유

지시켜주는데있어필라테스가대중들에게큰각광을받

고있다[2]. 이러한필라테스에대한관심의증가는운동

을통해외모와관련된신체를변화시킬수있다는신념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3].

이와같은신체에관한신념을김완석및유연재는 ‘신

체가치관’이라정의하였다[4]. 신체가치관은크게신체조

작성과신체편향성의두가지측면으로구분하여개념화

할수있다. 신체조작성은 ‘자신의신체를자의적으로조

작해도 되는가’에 대한 신념이며, 신체편향성은 ‘신체의

외모(체형)와 신체의건강(체기능) 중 어느것이더자신

에게가치있는가’에 대한신념이다[3]. 이와같은신체가

치관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신념으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변화지 않는다[5]. 다시 말하

면 신체를 스스로 조작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

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변화를 위해

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

동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라테스와 같

은 운동을 통해 신체변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운동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매력적인 외모는 대중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

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관

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6,7]. 이처럼 외모가

사회관계, 대인관계그리고연인관계를발전시키는데중

요하다고 믿는 신념이 바로 외모 도구성[8]이다. 앞에서

도 언급했던 것처럼, 외모 도구성은 외모를 통해 사회관

계, 대인관계, 연인관계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믿어지는 가치

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사

회관계를형성하는데있어서어떻게중요한자본으로역

할을할수있는가에대한개인의신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외모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관계, 대인관계 그리

고연인관계가긍정적으로작용한다고인식하는경우외

모관리를위해서운동을지속하기위한행동을할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외모 도구성은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

작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신체가치관과 운동지속행동을

매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운동지속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운동경험

이나성별그리고연령등[9-13]에 의해서영향을받는다

고보고하고있다. 더불어지도자, 시설, 프로그램과같은

다양한요소또한운동지속행동에중요한요인으로보고

되고있다[14-16]. 또한 자신이참가하고있는운동에대

한즐거움, 성취, 동기등과같은심리적요인또한운동지

속을 강화하는 요인이다[17].

이와 같이 운동지속행동은 다양한 사회, 심리 그리고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체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라테

스와같은운동에참가하는참가자들의신체변화에대한

가치관이다양한사회적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

믿는외모도구성을통해운동지속수행에영향을미치는

가에대한실증적인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필라테스참가자들의신체가치

관이외모도구성및운동지속행동의인과관계를구명하

고자한다. 본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은 운동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필라테스 참가자의 외모 도구성은 운동지속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필라테스참가자의신체가치관은외모도구성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 외모 도구성 및 운

동지속행동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공

공및사설스포츠시설의필라테스프로그램에참가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편의표본추출

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190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으며, 184명으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기입이나 무기입 등 신

뢰성이보장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 22명의자료를제외

한 162부의 설문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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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valuable Feature Frequency %

Sex
Female 126 77.8
Male 36 22.2

Age

20-29 71 43.8
30-39 56 34.6
40-49 23 14.2
over 50 12 7.4

Income

Under 100million (won) 28 17.3
101-300million (won) 82 50.6
301-500million (won) 23 14.2
over 500million (won) 29 17.9

Duration
under 6 months 49 30.2
6 months –2 years 92 56.8
over 2 years 21 13.0

Frequency
3~4 times/week 123 75.9
over 5 times/week 39 24.1

2.2 조사도구
본연구조사도구는개인적특성 5문항, 신체가치관 10

문항, 외모 도구성 16문항, 운동지속행동 4문항으로구성

하였다.

먼저 신체가치관 척도는 김완석 및 유연재가 개발하

고표준화시킨신체가치관척도를이용하였다[4]. 신체가

치관 척도는 신체편향성 5문항과 신체조작성 5문항 총

10문항 5점리커트척도로구성되어져있다. 또한요인에

대한신뢰도(Cronbach’s α)검증결과 .639~.776으로나타

나 신뢰할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외모 도구성은 김완석, 권지현 및 유연재[8]가 개발하

고표준화시킨설문지를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구성은

사회관계 6문항, 대인관계　5문항, 연인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설문문항의신뢰도(Cronbach’s α)를검

증한결과 .803~.894로 나타나신뢰할만한설문지로나타

났다.

운동지속행동은 Corbin과 Lindsay[18]가 개발한 ‘운동

지속척도’를 기초로서성훈이국내에서타당도를검증한

운동지속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9]. 운동지속행동은 운

동지속행동에 대해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설

문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1로 나타나 신뢰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필라테스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 및 사설 스포츠시설을 방문

하여연구참여자들에게연구의의도를설명하고설문지

를 배포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자료 분석

을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에입력되었다. 입력된자

료는연구참여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알아보기위해

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지의 신뢰도 분석,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더

불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

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

기위하여 AMOS 18.0 버전을이용하여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2.4 측정모형의 타당도
측정모형의적합도는측정하고자하는모형의적합도

를검증한다는점에서많이사용된다. 이를위해서본연

구에서는 TLI, CFI 그리고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20]. 측정모형의적합도지수는 TLI와 CFI는 .90 이상이

며, RMSEA는 .10 이하일때를적합한것으로인식된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luables

measuri
ng

valuable
s

standardi
zed
coefficie
nt

t
construct
reliability

AVE

Body
value

bias

2
3
5
1
4

.593

.612

.638

.702

.763

criterion
4.326***
5.126***
5.462***
5.812***

.812 .639

fabricati
on

4
5
1
3
2

.462

.512

.586

.593

.652

criterion
3.125**
3.548***
3.752***
3.962***

.831 .612

appear
ance
instrum
entality

social

6
5
4
3
2
1

.623

.692

.722

.736

.756

.766

criterion
6.312***
7.296***
7.369***
7.825***
7.913***

.859 .634

inter
person
al

5
4
3
2
1

.612

.652

.682

.723

.711

criterion
6.549***
7.021***
7.596***
7.423***

.882 .682

couple

2
5
4
3
1

.692

.663

.623

.712

.686

criterion
5.623***
5.236***
6.459***
5.782***

.912 .643

adhere
nce

2
1
3
4

.723

.776

.651

.593

criterion
8.263***
7.122***
6.512***

.843 .629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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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수를 기준으로 신체가치관, 외모 도구성,

운동지속행동에 대해 측정지수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신체가치관의 χ2값은 40.263(p<.05), TLI는 .926, CFI는

.941, 그리고 RMSEA는 .036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외모 도구성의 χ2값은 165.267(p<.05), TLI는 .943,

CFI는 .937, 그리고 RMSEA는 .067로 나타나수용할만한

값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행동의 χ2값은 98.267(p<.05),

TLI는 .931, CFI는 .932, 그리고 RMSEA는 .056으로나타

나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Table 2>에

서볼수있는것처럼개념신뢰도(.812-.912)값이 .7이상

이며, 분산추출지수(.604-.709) 역시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3. 연구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 외도 도구성 및 운동

지속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구조모형을분석하기전

에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들 사이에 판별타당도에 대한 수용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서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같다. 상관계수의값이 .156-.546으로변인

간상관값이 .8이하로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1 2 3 4 5 6
bias(1) 1

fabrication(2) .156* 1
social(3) .256** .136* 1

interpersonal(4) .241** .163* .459** 1
couple(5) .316** .179* .512** .546** 1
adherence(6) .189* .213* .316** .359** .412** 1

*p<.05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3.2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과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

형의적합성을검증한결과, χ2=42.264(p<.05), TLI=.915,

CFI=.931, 그리고 RMSEA=.06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한

모형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연구가설에서설정한인

과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각변수간의경로계수를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운동지속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측정변인을 포함한

경로계수를분석하였다. 분석한결과필라테스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은 운동지속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569, t=4.081, p<.001). 이러한 결과는

필라테스참가자가필라테스가신체를변화시킬수있다

는 신념이 강하면 필라테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필라테스참가자의외모도구성은운동지속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72 t=3.213,

p<.001). 이와같은결과는외모가사회관계, 대인관계그

리고연인관계를발전시키는데있어서가치있는도구로

써인식된다면필라테스를지속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

의미한다.

셋째, 필라테스참가자의신체가치관은외모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t=3.997, p<.001).

이러한결과는필라테스참가자가필라테스가신체를변

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할수록 자신들의

외모가사회관계, 대인관계그리고연인관계를발전시키

는 있어 유용한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과 외모 도구성

및운동지속행동은인과적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4>은각각의잠재변수들에대한직접효과, 간접

Path Estimate C.R(t) sig
effect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body values → adherence .569 4.081*** .001 .569 .569
appearance
instrumentality

→ adherence .150 3.213*** .001 .472 .150 .322

body values →
appearance
instrumentality

.566 3.997*** .001 .566 .566

χ2=50.264***, df=18 , TLI=.915, CFI=.931, RMSEA=.061

<Table 4> Hypothesis testing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외모 도구성 및 운동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385
효과, 총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변수들 중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운동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569)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566)까지

작용하고있어총효과는=.322가됨을알수있다. 이

러한 결과에 의하면, 필라테스 참가자의 외모 도구성은

신체가치관과운동지속행동두변인사이에서중요한변

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 연구모형간에는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필라테스 참가자들의 운동지속행동에 관

한보다다양한자료를제공하고자필라테스참가자들의

신체인식과 관련된 신체가치관과 외모 도구성적 변인을

독립,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필라테스 참가자들의 신체가치관은 운동지속수

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하면, 필라

테스참가자들은필라테스참가를통해자신들이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강할수록 운동을 지속

할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신체나 외모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들이 왜 운동

을 선택하고 지속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할

수있다[22]. 더불어필라테스라는운동이자신들의외모

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강하다고 역설적으

로이야기할수있다[23-25]. 하지만, 장익영과이원미는

피트니스 운동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경우 웨이트트레

이닝과 같은 운동의 경우 신체변화에 대한 신념이 강할

수록운동을지속하지못한다고보고하고있다[26]. 더불

어장진우와김동아역시리듬운동에참가하는대상들의

경우 외모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몰입

수준이낮으며이는운동지속을방해하는요인으로나타

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27].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왜 신체가치관이

운동지속행동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필라테스참가자의외모도구성은운동지속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필라테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외모가 사회관계 형성, 대인관계 구축 그리고 연인관계

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도구로서인식

할 경우 운동지속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미숙은 대중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인식할때그에따른외모관리행동을수행하

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28]. 이와 같은결과는외모가사회적으로가치있게인

식될경우외모를관리하기위해서운동지속행동을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필라테스참가자의신체가치관은외모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에

대한 믿음이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도구라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

과는 신체가치가 외모도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장익영, 이원미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27]. 즉, 신체를

변화시키려고노력하는것과외모가대인관계, 연인관계,

사회적성취에유용하다고생각하지못하다는것을의미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왜 신체가치관이 외모 도

구성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 외모 도

구성및운동지속행동사이의설정된연구모형은적합한

것으로나타났다. 필라테스참가자들이자신들의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면 이를 통해

사회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관계를 위해서 외모를

도구로이용하며, 이는운동지속수행에영향을미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필라테스와같은신체와외모의조

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춘 운동은 신체변화에 대한 신념

인 신체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를향상시킬있는외모도구성을향상시킴을알수있다.

더불어신체가치관과외모도구성에대한긍정적인식은

필라테스 참가자들의 운동지속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필라테스 참가자의 신체가치관이 외모 도

구성및운동지속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규명

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와같은연구의목적을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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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공 및 사설 필라테스

프로그램에참가하는 20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편의표

본추출방법을이용해총 162명으로부터자료를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목적에 따라 빈

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그리고 구조방정

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

여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필라테스 침가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이 강하면 필라테스를 지속한다.

둘째, 필라테스 참가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

는데외모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신념이강하면필라테

스를 지속한다.

셋째, 필라테스 참가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이 강하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외

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하다.

넷째, 팔라테스 참가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체

를 변화시킬 수다는 긍정적 신념은 사회적 관계를 갖는

데 외모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매개로 필라테

스 운동을 지속시킨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결과에서 보고하고 있는것처럼, 필라테

스 참가자들의 신체가치와 외모 도구성은 운동지속행동

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운동

지속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요인들 역

시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신체인식과 심리적 혹은 신체적 요인들을

동시에검증함으로써두개의구별되는요인들이어떠한

상호작용을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

된다.

둘째, 필라테스 참가자들의 신체인식이 운동지속수행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더불

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어떠한 메커

니즘을 통해 신체가치와 외모 도구성이 운동지속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와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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