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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school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a pathway analysis with a sample of 284 adolescents recruited from three middle schools.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nsisted of items regarding body image, self-perception, and depressive symptoms. Results: 
Body image, self-perception, and depressive symptom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Self-perception was 
directly affected by body image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not affected by body imag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perception on body image’s impact on depressive symptoms was confirmed. Self-perception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which means that self-perception has a full mediating effect 
on body image’s impact on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 The effect of body image on depressive symptoms 
was fully mediated by self-perception in early adolescents. It suggests that self-perception needs to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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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지각 및 태도로 정의된

다[1]. 신체적 ․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은 이 시기에 자신의 변화하는 신체에 대해 신체상을 형성해 

나간다[2]. 21세기 미디어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대중매체

를 통해 현대인들은 날씬하고 마른 여성 혹은 근육질을 가진 

남성의 모습을 지향하도록 인식되고 있다. 외모와 체형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

는 신체상과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 자신의 체형이 덜 매력적이

라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신체상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3]. 신체상 불만족은 거식증과 다식증 등의 위험한 식

습관 행위, 지나친 운동, 단식과 무분별한 체중조절 약물 사용 

등의 위험한 체중조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2]. 또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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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체중조절에 성공하여 정상체중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신

의 체중에 대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

게 된다면 위험한 체중조절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2]. 이렇듯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불건강한 체중조절행위를 통

해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감 등의 중요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4].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기이지만, 우울과 불안 등

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

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자

신감이 결여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거나 회피하

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이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특히, 청소년들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체형과 이상적 체형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우울과 자살사

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신체상 불만족을 경험하

는 청소년의 우울감은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생활 부적응, 행

동장애, 자살 등을 유발하므로[7] 이들의 올바른 신체상을 심

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연구는 Harter [8]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환

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8] 자

기역량지각 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자기역량지각

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 혹은 ‘자신에 대한 부정

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중 및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8]. 아동 ․ 청소년

의 역량지각은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내적 힘을 지니게 하며

[9], 학교생활 뿐 아니라 이후 사회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0]. 역량지각 요인은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전반적인 자아가치감 역량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

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8]. 지금까지의 아동 ․ 청소

년의 역량지각은 가족 관련, 학교 관련 요인과의 관계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역량지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11,12], 역량지각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12,13]. 자기역량지각이 높은 집단에 속한 청소

년의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볼 때[14], 

청소년에게 올바른 자기역량지각의 확립은 자신의 신체에 관

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주어 이

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신체상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는 이들 변

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회귀분석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4-6],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로분석 

혹은 구조방정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 ․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가능

하다. 청소년의 신체상 불만족이 정신적 ․ 정서적 불건강과의 

관련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부 검증되었지만, 청소년의 신

체상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

체상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체상과 우울감

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기역량지각이 우울감에 미

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수행하고

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 S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를 임의 

표출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표본 크기는 

관측변수 수의 10~20배 혹은 최대우도법을 기준으로 150~ 

4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중

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0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 중 

설문조사 결과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284부

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

적 건강상태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가정의 경제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

도록 하였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잘 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 사는 편이다, ‘매우 못 사는 편이다’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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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매우 건강한 편이

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건

강하지 않은 편이다’ 로 구성되었다. 

1) 신체상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Truby

와 Paxton [18]이 개발한 ‘신체상 척도(Children’s Body Image 

Scale, CBIS): 아시아 아동용’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자와 

여자 도구가 서로 구별되어 있으며, 7개의 그림을 보고 ‘자신

의 현재 체형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하나 고르세요’라는 질문

과 ‘내가 가장 원하는 체형을 하나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장 마른 체형 모델을 1점으로 하고 

가장 뚱뚱한 체형 모델을 7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자신의 현재 

체형과 희망하는 체형 간에 차이가 ‘0’이 되면 자신의 신체상

에 만족하는 것이고, ‘+’가 되면 날씬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

로, ‘-’이면 살이 찌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2) 자기역량지각

자기역량지각은 Harter [8]가 3~8학년 아동 ․ 청소년들의 

주관적 역량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지각 프로파일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Rhee, Shin

과 Song [18]이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SPPC는 

학업 역량(scholastic competence; 6문항),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6문항), 운동 역량(athletic competence; 6문항), 

외모(physical appearance; 6문항), 품행(behavioral conduct; 

6문항),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global self-worth; 6문항)의 6

가지 차원의 영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PPC 도

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 청소년들

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hee 

등[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로 나

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로 나타났다.

3)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 [16]가 개발한 ‘역학연

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

pression Scale, CES-D)’를 임상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수정 ․ 보완한 간편 척도인CES-D 10[16]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CES-D 10 도구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국문

으로 번역된 CES-D 10 도구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

학 전공자에 의해 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팀에서 역번

역 문항과 원문 도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CES 

D-10은 지난 한 주 동안 특정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평

가하는 척도로 우울정서(4문항), 긍정정서(2문항), 신체 및 행

동둔화(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었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일

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jorgvinsson 등[17]연구에서 Cronbach’s ⍺는 .8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3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2015년 3월 3개 중학교 교장에게 먼저 연

구목적과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설

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의 법적대리인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목적

과 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설명문과 설문조사 승낙서를 배부

하여 허락을 구하였다. 응답의 비 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대상자 동의서와 법적대리인 

승낙서에 모두 사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수행하

였다. 이때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고, 대상자가 질문지를 읽고 응

답한 후 곧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대상자에게 감

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과 Amo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

감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관측변수들의 왜도

(Skewness), 첨도(Kurtosis) 및 다변량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

다. 둘째,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감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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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Weight-related Characteristics, Self 
Perception Profile, Depression of Participants (N=284)

Variables
n (%) or 
M±SD

Range

Age (year) 14.69±0.49

Sex
Male
Female

135 (47.5)
149 (52.5)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68 (23.9)
182 (64.1)
 34 (12.0)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Moderate
Unhealthy

191 (67.3)
 63 (22.2)
 30 (10.6)

Body image
Perceived figure score
Ideal figure score
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
Self-perception profile
Depression

3.40±1.18
2.57±0.78
1.29±1.06
2.80±0.35
1.73±0.56

1~7
1~7
0~6
1~4
1~4

Table 2. Body Image, Self-perception Profile,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4)

Variables Categories
Body image† Self-perception profil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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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 Male
Female

0.82±0.86
1.31±0.89

-4.67
(＜.001)

2.84±0.36
2.75±0.34

2.27
(.024)

1.64±0.49
1.80±0.61

-2.36
(.019)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0.87±1.01
1.13±0.85
1.08±0.91

2.50
(.084)

2.92±0.37a

2.78±0.33b

2.65±0.32c

7.87
(＜.001)
a＞b, c*

1.54±0.56a

1.74±0.54b

2.03±0.58c

9.09
(＜.001)
a, b＜c*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Moderate
 Unhealthy

0.98±0.91a

1.32±0.91b

1.20±0.81c

3.65
(.027)
a＜b*

2.87±0.34a

2.67±0.29b

2.61±0.39c

14.01
(＜.001)
a＞b, c*

1.61±0.52a

1.92±0.54b

2.02±0.65c

12.67
(＜.001)
a＜b, c*

*Scheffé́ test; †Body image measured by 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

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x2 test,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SRMR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개략오차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다. 각 

지수의 기준치는 x2/df<3, GFI≥.90, CFI≥.90, SRMR≤.05, 

RMSEA≤.07로 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모형에서 경로의 유의성을 검

정하기 위해 경로계수 추정치와 Critical Ratio (CR)를 분석하

였다.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해하고 매개

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번 반복 추출한 샘플에 대

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 검정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14.69세

이고, 여학생이 52.5%, 남학생이 47.5%였다. 대상자들의 주관

적인 경제상태는 높은 편이다가 23.9%, 보통이다가 64.1%, 낮

은 편이다가 12.0%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

한 편이다가 67.3%, 보통이다가 22.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가 1.06%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신체상 이미지(Perceived 

figure score)는 3.40점으로 나타났으며(범위 1~7점), 이상적

인 신체상 이미지(ideal figure score)는 2.57점으로 나타났으

며(범위 1~7점), 신체상(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은 

1.2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체형보다 날씬해지기를 희

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자기역량지각은 2.80점(범위 

1~4점), 우울감은 1.73점(범위 1~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

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신체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성별(t=-4.67, p<.001)과 주관적 건강상태(F= 

3.65, p=.027)였으며, 자기역량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성별(t=2.27, p=.024), 주관적 경제상태(F=7.8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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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Coefficient in the Hypothetical Model (N=284)

Path β SE CR (p) SMC

Body image* → Self-perception profile -.47 .02 -4.28 (＜.001) .22

Self-perception profile → Depression -.49 .47 -3.88 (.005) .27

Body image → Depression .06 .05 0.76 (.982) -

*Body image measured by 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PP=Self-perception profile.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for Hypothetical Model (N=284)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β (p) β (p) β (p)

Self-perception profile Body image* -.47 (.001) - -.47 (.001)

Depression Self-perception profile -.49 (＜.001) -   -.49 (＜.001)

Body image .06 (.967) .23 (.000) .29 (.014)

*Body image measured by 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Body Image, Self-perception 
Profile, and Depression (N=284)

Variables
Body image*

Self-perception 
profile

r (p) r (p)

Body image* 1

Self-perception profile -.32 (＜.001) 1

Depression .27 (＜.001) -.51 (＜.001)

*Body image measured by perceived-ideal discrepancy score.

.001), 주관적 건강상태(F=14.01, p<.001)로 나타났다. 우울

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성별(t=-2.36, p=.019), 주

관적 경제상태(F=9.09, p<.001), 주관적 건강상태(F=12.67, 

p<.001)로 나타났고, 사후 검증 결과는(Table 2).

3.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상, 지각역량지각, 우울감의 상관관계 정도

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신체상은 자기역량지각과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2, p<.001), 우울

감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7, 

p<.001). 자기역량 지각은 우울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1, p<.001)(Table 3). 

4. 대상자의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감과의 관계

에서 자기역량 지각의 매개효과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기 전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

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이 되는 절대값 3과 7을 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는데, 

적합도 지수가 x2/df=6.25, GFI=.90, CFI=.64, SRMR=.02, 

RMSEA=.14 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x2

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값이 커져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해도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수들과 함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x2값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모형의 적합성

이 검증되었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신체상이 자기

역량지각(CR=-4.28, p<.001)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역량지각이 우울감(CR=-3.88, 

p=.005)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4). 신체상이 우울감(CR=0.76, p=.982)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위해 만든 모형의 효과분해를 

위해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였으며 Boot-

strapping 검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Figure 1, Table 5). 신체상

에서 자기역량지각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효과 크기는 -.47

(p=.001)로 유의하였으며, 자기역량지각에서 우울감의 경

로에 대한 효과 크기는 -.49(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체상에서 우울감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효과 크기는 .06

(p=96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체상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크기에 있어 자기역량지각

의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신체상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역량지각이 매개되었을 경우 .23(p<.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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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way Model of Body Image, Self-Perception Profile, and Depression.

효과크기가 더해져 .29(p=014)이 되었으며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상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체상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은 평균 3.40으로 자신의 

체형이 보통 체형보다 말랐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향후 바라는 신체상 지각 점수는 이보다 낮아서 앞으로 

좀 더 날씬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

별에 따른 신체상 지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상 불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 [20], 

Bae와 Park [21]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한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들이 보통 체형보다 말랐

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른 체형을 원하게 된 것은 인터넷과 대

중매체의 활발한 접촉으로 인해 이상적인 신체상의 기준이 마

른 체형을 지향하도록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2]. 이러한 대

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른 신체상 이미지

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함으로써 신체상의 불일치가 일어

나고,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늘어날수록 신

체상의 불일치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22]. 또한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외모와 신체상을 중요시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청소년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외모에 더

욱 민감해지며[20] 청소년기에 정립한 자아개념은 성인기 이

후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 향후 신체상의 불일

치가 심한 여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신체상, 자기역량지각, 우울감과의 상관관계에서 신체상 

불만족이 클수록 자기역량지각이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g과 Jeong [2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신체상과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4, 23,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신체상의 불일치는 

본인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등

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4, 

23]. 특히 청소년기에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생

애 전반에 걸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의 신체상 불만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으로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신체상

은 자기역량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이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Jeong과 Jeong [20]의 연구에서 자기역

량지각과 신체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역량지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과 신

체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4]. 자아존중감과 자기역량지각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에 자아존

중감이 포함된다는 사실로 보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과 신체상의 관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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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외모 스트레스

가 클수록 자기역량지각은 감소하고[20] 가족건강성이 신체

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25] 청소년의 신

체상은 신체외모역량과 사회적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상 인식은 자신의 신

체적 ․ 정신적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체

상 인식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자기역량지각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미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Min [2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

년의 자기역량지각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Kim [27]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 지각을 하는 아동은 쾌활하고 행복한 반면, 부정적인 지각

을 하는 아동은 우울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

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속한다. 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 속에서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신체적 ․ 학업적 ․ 사회적 역

량을 잘 개발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웰빙은 효

과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로 하는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상에 관한 불만족이 직접적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역량지각이 부족한 청소년인 경우 우울감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신체상과 우울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체상 불만족이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4,23,24]가 있는 반

면에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은 남학생의 경우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23]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남

녀 중학생들로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신체상 불

만족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역량지각은 학업, 사회, 운동, 

신체외모, 행동품행, 자존감의 여섯 영역의 다차원적인 개념

으로 정의되고 있다[8]. 자기역량지각은 스스로 활동을 계획

하고 추진시켜 나가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할 

때면 효과적으로 성인의 관심과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음을 뜻하

는데[28], 자신을 역량 있는 존재로 지각하면 환경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

전시킬 수 있게 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우울감을 발생시

키는 요인에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신체상

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

의 신체적 ․ 사회적 ․ 정서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기

역량지각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우울감으로의 이행을 완화

시켜 청소년기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청소년들의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과의 관계에

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의미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3개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들이 편

의표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과 같

은 요인은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 불만족과 자기역량지각, 우울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을 

통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해석에 있

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신체상은 자기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고, 자기역량지각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상은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않았지만, 신체상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감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고, 자기역량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를 중소도시 지역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

로 편의추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 신체상 불만족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후기 청소

년기로 갈수록 신체상 불만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의 관계에

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선행연구

에서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신체상 

불만족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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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상 불만족이 우

울감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자기역량지각이 매개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증진

을 위해서는 자기역량지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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