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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로, 수면시간,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및 체형 불만족도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BMI에 따른 식이 

행동,  및 체형 불만족도 정도의 평균차이는 ANOVA((post-hoc test: Scheffe)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학생

이 293명으로 대상자의 76.5%이었고 체질량지수는 정상군(58.2%), 저체중(14.9%), 2단계 비만(11.2%)순으로 가장 많았

다. 대상자의 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나이와, 하루 수면시간과 음의 상관관계(r=-.142, p=.028; r=-.163,

p=.001)를,  식이행동과 체질량지수가  양의 상관관계(r=.587, p=.000; r=.174, p=.001)를 보였다. 체질량지수 수준에 

따라 식이행동은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F=2.993, p=.019)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높았다. 체형 불만족도에

서는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F=2.993, p=.019), 2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 (F=2.993, 

p=.109) 평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이상인 학생은 체형 만족도가 낮으므로 체중 관리에 대한 

올바른 식이 운동 요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저체중군에 있어서도 저체중을 유지 하기 위한 절제된 식이행동이 아닌 

정상 식이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 이를 근거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체질량지수, 체형 불만족도, 식이행동, 수면 시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and level of Body Mass Index, Body 

Shape Dissatisfaction, Eat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383 students were asked. 

The survey was analyzed by SPSS Win 21.0 program. 293 were female students and most of the students 

were normal in BMI(58.2%), and underweight students were the next(14.9%).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shape non satisfication and eating behavior and BMI(r=.587, p=.000; r=.174,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shape non satisfication and age and sleeping time. 

According to BMI the body shape non satisfication was different in normal and 1 stage obesity students. 

and 2 stage obesity and under weight students (F=2.993, p=.019;F=2.993, p=.109). As a result of this study, 

students with body mass index overweight have low body satisfaction, so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right dietary exercise therapy for weight management. And even underweight groups should be mediated 

so that they undergo normal diet behaviors, rather than restrained dietary behaviors,  to maintain health. 

Key Words : College student, Body Mass Index, Body Shape Dissatisfication, Eating Behavior, Sleeping tim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9.
*Corresponding Author : Mee Kyung Shin(withblue@kornu.ac.kr) 

Received November 9,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3,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2, pp. 98-103,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2.098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2호9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예쁜 것은 날씬한 것으로 주입되어진 현 사회 사고

로 인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 이

에 과도한 식이 행동으로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자신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있다.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로 인해, 체형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주관적으로 체중이 더 많이 나

간다고 지각하는 경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체중으로 인

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잘못된 체형 인식으

로 잘못된 식이행동, 섭식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2]. 그

릇된 식이행동과 섭식장애는 요요현상ㆍ빈혈ㆍ골다공

증 등을 유발하고, 영양 섭취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이처럼 체형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각되므로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과 괴리를 보이는 경

우가 있다. Lee[3]의 청소년 726명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남․녀 모두 실제 체형에 비해 자신이 뚱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녀 모두 살찐 체형

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

과를 보였다. 이처럼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식이

행동, 섭식장애가 나타나는데 체형별 체형 만족도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체형 유형별 식이행

동 경향을 파악함으로서 유형별 식이행동 중재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바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수면시간, 체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 식이 행동, 및 체형 불만

족도와의 상관관계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간의 상

관관계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A,B,C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

적을 설명하여 이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90명을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표집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의 응답

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즉 

같은 대학생인 속성을 가진 대상자를 조사하게 되었으

며 대상자수가 확장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체형 불만족도

BSQ(Body Satisfication Scale)는 1987년 

Cooper등이 체형에 관한 관심의 정확한 정도 즉, 체형

에 관해서 추정하거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적 경험

에 의거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

고식 질문지이다. BSQ는 ‘비만한 느낌(feeling fat)’혹

은 이상적 체중으로 인한 현재 체중의 왜곡에 기인한 부

정적 정동(negative affect)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

을 묘사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4]. 점수가 높을수

록 신체에 대한 관심이 크고 비만한 느낌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을 반영하며, 전반적인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5]. 총 32문항 6점 척도로 32점에서 

192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불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92 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6이었다. 

2.3.2  식이행동

식이행동은 Van Sterien[6]이 개발한 섭식행동질문

지(Dutch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DEBQ)

로 측정한 것으로 과식과 비만에 대한 절제적 섭식, 정

서적 섭식, 외부적 섭식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

져 있다. 절제적 섭식요인은 개인이 체중 조절을 위하

여 음식 섭취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의식적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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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것이다. 정서적 섭식 요인은 개인의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 실망,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음식 섭취량의 변화와 섭식행동을 측정

한다. 외부적 섭식 요인은 음식을 보거나 냄새와 맛과 

같은 외부적 음식 신호에 반응하여 개인의 섭식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측정하는 정도이다[7][9]. 총 22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까

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행동의 절제적 섭식과 정서

적 섭식, 외부적 섭식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절제적 섭식과 정서적 섭식의 하위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83 이었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6 이었다. 

2.3.3 체질량지수 (BMI)

체질량지수는 대상자의 자가 보고한 체중과 신장을 근

거로 구하였으며 중등도 비만 (2단계 비만) : 35 – 39.9, 

경도 비만 (1단계 비만) : 30 – 34.9, 과체중 : 25 – 29.9, 

정상 : 18.5 – 24.9, 저체중 : 18.5 미만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18

년 1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A,B,C 도시에 위치한 4

년제 종합대학교에서 눈덩이모집방식으로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 통해 소개 받은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설문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

다. 조사 내용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라

도 불응할 권리가 있으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 보고식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으

며 작성 중 어려움이 있으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

다. 조사 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39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누락된 자료가 많은 것은 제외하고 최종 383명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로, 수면시간,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및 체형 불

만족도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제변수들의 상관관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BMI에 따른 식이 행동,  및 체형 불만족도 정도의 평

균차이는 ANOVA(post-hoc test: Scheffe)로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형 불만족도, 식이

행동 빈도 및 평균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293명으로 대상자의 

76.5%이었고 평균 나이가 20.83(±2.77)세이었다. 대

상자의 체질량지수는 저체중, 정상, 과체중, 1단계 비

만, 2단계 비만이 각각 14.9%, 58.2%, 8.1%, 7.6%, 

11.2%으로 정상군, 저체중, 2단계 비만 순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수면 시간은 6.15시간 내외였고 식이행

동은 평균 51.75(±16.78)점, 체형 불만족도 평균은 

84.91±32.67이었다. 수면시간은 하루에 총 수면시간

을 문의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behavior,  

Body-Shape Non-Satisfaction  of the 

subjects                             (N=383)

variables classification n(%) Mean(SD)

gender
M 90(23.5)

F 293(76.5)

age yr 20.83±2.77

BMI

under weight 57(14.9)

normal 223(58.2)

over weight 31(8.1)

1 stage obesity 29(7.6)

2 stage obesity 43(11.2)

Sleeping 

time/day
6.15±1.42

Eating 

behavior
51.75±16.78

Body shape 

dis- 

satisfaction

84.9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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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면 시간, 식이행동,  

체형 불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으며 체

형 불만족도가 나이와, 하루 수면시간과 음의 상관관계

(r=-.142, p=.028; r=-.163, p=.001)를, 식이행동과 

체질량지수가 양의 상관관계(r=.587, p=.000; r=.174, 

p=.001)를 보였다. 나이와 식이행동(r=-.112, p=.028)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383)

Variables Eating behavior Body shape non satisfaction Age BMI Daily Sleeping time

Eating behavior
r 1

p

Body shape non satisfaction
r .587* 1

p .000 .

Age
r -.112* -.142* 1

p .028 .005 .

BMI
r .095 .174* .097 1

p .064 .001 .057

Daily Sleeping time
r -.090 -.163* .095 -.024 1

p .078 .001 .064 .633
*p<.05 

3.3 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이행동, 체형 불

만족도간의 정도차이 

체질량지수 수준에 따른 식이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

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식이행동은 1단

계 비만군이 저체중군(F=2.993, p=.019)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높았다. 체형 불만족도에서는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F=2.993, 

p=.019), 2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 

(F=2.993, p=.109) 통계적으로 평균이 높았다.

Table 3.  Comparison of Eating behavior and Body-Shape Dissatisfaction by level of BMI    (N=383)   

   

Variables  

BM I level

F punder weighta normalb over weightc 1 stage 

obesityd

2 stage  

obesitye

M ±SD

Eating ehavior 46.84±17.74 51.60±16.98 14.69±2.63 17.54±3.25
55.81±13.41

2.993
.019

a>d†

Body shape 

dissatisfaction
69.24±32.90 83.60±32.42 86.58±31.73 97.75±29.90 102.65±24.73 4.951

.000

b>a†d>a

e>a,b

†post-hoc test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일

반적 특성, 체질량지수, 식이 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

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정도를 파

악하여 체질량지수 별 그릇된 식이행동이나 체형불만

족의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 대상자 중 여학생이 76%로 대다수였고 평

균 연령은 20.83(±2.77)세이었다. 대상자의 체질량지

수는 정상군, 저체중, 2단계 비만 순으로 많았다

(58.2%, 14.9%, 11.2%). 과제충,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대상자는 대상자의 약 28%의 비율로 많았다. 이

는 과체중 이상의 대학생의 비율이 정상군이나 저체중

군의 비율보다 많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로 건강한 식

이 행동과 조절을 통한 체중관리에 대한 중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체형 불만족의 평균은  84.91±32.67으로 점수 범

위 32점에서 192점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중위 수준을 



대학생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체형 불만족도와 식이행동에 관한 연구 102

보였으며 이는 비만한 느낌으로 부정적 상황의 발생빈

도가 중위 수준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체형 불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

들은 체질량지수, 하루 수면 양, 나이와 식이행동으로

(r=.174, p=.001; r=-.163, p=.001; r= -.142, 

p=.005; r=.587, p=.000), 체형의 만족도와 체질량지

수, 식이행동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 정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또 하루 

수면양이 적을수록 체형 만족도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하루 적정 양의 수면을 취하게 함으로

서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Park[8])의 여학생 대상 연구 결과인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과와 일치

하였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을 그릇되게 인식하지 않고 체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체중 조절 경험이 많았으며 식이 행

동 장애가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비만한 체형은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체형에 

대한 불만족으로 여러 식이행동의 변화를 보이며 살

을 빼기를 노력한다. 그러나 무리한 식이 절제는 건강

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무리한 식이

절제가 아닌 올바른 식이습관의 정착으로 체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 나이

에 그릇된 식이 행동으로 생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행동의 평

균 점수는 51.75(±16.78)점 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식이행동 측정 도구의 점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으로 중하위 영역의 점수평균을 보였다. 대상자

의 나이와 식이행동의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행동 

정도간의 음의 상관관계(r=-.112, p=.028)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남․녀 모두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3].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체형 불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부정적인 식이행동을 초래할 경우 성장 지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 적절한 식이행동 교육과 함께 올바른 체형 

인식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체질량지수 수준에 따른 식이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

도를 비교한 결과 1단계 저체중군이 비만 체질량군

(F=2.993, p=.019) 보다 식이행동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저체중군이 저체중

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만군보다 절제된 섭식 식이 행동

과 정서적 식이 행동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즉, 체형 

만족도가 낮은 비만군이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저체중군 또한 사회가 선호하는 마른 체형을 유

지하기 위하여 절제된 섭식행동 형태의 식이행동 정도

가 비만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체중군의 대

학생에게도 올바른 식이행동 중재 보급을 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인식케 해준다. Park[8]의 연구결과에서 저

체중군의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짠맛, 단맛, 육류, 간식 

등의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이처럼 식이행동의 절제된 양상이 건강에 이로운 식이

행동 양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체형 불만족도 평균점

수는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F=4.951, 

p=.000), 2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

(F=4.951, p=.00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 비만군이 저체

중군보다 체형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마른 

체형이 선호되는 사회에서 BMI가 상소견이어도 스스

로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조건 마른 체형이 미의 상징이 되지 않고 건강

미가 넘치고 적정체중에서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수면시간, 체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 식이 행동 및 체형만 불

족도와의 상관관계와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대상자의 변수간 상관관계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나이

와, 하루 수면시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식이행동과 체

질량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중위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Choi와 

Kim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며[10], 식이행동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 정도가 높았다.  나이와 식이행동

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식이행동의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 행동 정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질량지수 수준에 따른 식이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를 비교한 결과 1단계 저체중군이 

비만군 보다 식이행동 평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저체

중군이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만군보다 절제된 

섭식 식이 행동과 정서적 식이 행동 정도가 높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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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는 저체중군의 대학생에게도 올바른 식이행

동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케 해준다. 체형 

불만족도 평균점수는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

군보다 , 2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 높았

다. 즉,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 비만군

이 저체중군보다 체형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이상인 학생은 

체형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올바른 체형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저체중군에 있어서도 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된 식이행동이 아닌 정상 식

이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고 살이 찌

는 것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관념을 심지 

않도록 대중매체에서의 홍보나 부모 교육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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