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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델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을 비교분석 하는데 있다. 본 연
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 동의서를 작성한 D대학교의 모델전공 여대생 15명과 일반 여대생 15명
이었으며, 과거병력과 현재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규칙적인 운동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신체조성검사 
및 기초체력검사인 좌·우악력, 배근력, 유연성, 순발력, 근지구력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모델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의 체중, 골격근, 체지방량, BMI 및 좌·우악력 및 
배근력, 순발력에서 집단 간 유의(p.<05)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연성 및 근지구력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주제어 : 모델, 신체조성, 기초체력, 배근력, 유연성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comparative analysis of body composition and basic physical strength of 
model majore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object was composed 
of 15 model majored female college students of D University, who learn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nough 
and wrote the consent form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15 general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no 
medical history and currently no special disease, and no experience in regular exercise. They underwent body 
composition inspection, left·right grasping power which is the basic physical strength, back muscle strength, 
flexibility, rapidity, muscle endurance, and the researcher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to calculate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analyzed to verify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using independent t-tes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p<.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del majore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weight, skeletal muscles, body fat volume, 
BMI and left·right grasping power, back muscle strength, rapidity(p<.05). between groups in flexibility and 
muscle enduranc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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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

망은 때론 성형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심각할 경

우에는 섭식장애나 스트 스, 불안감, 우울증 등을 래

할 수 있다[29,10].

특히 패션모델들에게는 마른 모델이 각 을 받고 있

는 실이라 마른 신체를 유지하기 해 소량의 음식섭

취로 양실조에 노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날

씬한 스타일이 세계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모델들이 입고 

나온 옷이 하나의 작품을 보여주는 디스 이 역할을 

해 으로서 기업 매출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업상 패션모델들은 마른체형을 유지하는 것이라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24].  

실제로 여러 패션모델들은 거식증 증세를 경험하는데, 

거식증의 경우 인간 뇌에서 식욕, 체온, 그리고 다양한 

신경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추인 시상하부

(hypothalamus)의 이상이 발병 원인이라는 견해가 유력

한데 이는 패션모델이나 발 리나, 운동선수와 같이 체

과 련된 직업  경쟁이 심한 경우 거식증의 발병률

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이러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2006년 라질

에서 지나친 다이어트에 따른 거식증 증세로 패션모델이 

사망하 고, 우루과이에서는 자매 모델이 6개월 시차를 

두고 연이어 거식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11,12]. 

이처럼 지나친 다이어트와 거식증으로 인해 여러 명의 

패션모델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나 

소비 고에서는 여 히 ‘마른 몸’ 이미지가 찬미되고 있

는 실정이다[12]. 

따라서 패션모델 꿈을 가지고 학에서 공 인 모

델 공 여 생들은 마른 몸을 지하기 해 무리한 다

이어트로 스트 스, 불안감, 우울증 등과 거식증에 노출

되어 있다. 

이러한 잘못된 체 감량은 에 지원의 불균형과 신체

조성에도 커다란 악 향을 미치게 되는데[9], 신체조성이

란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근육, 지방의 량비를 말한다

[4,9]. 특히 여성들의 경우 부 한 식이 섭취는 월경

(menstruation) 불순을 래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 인 

양학  결핍은 양소인 철(iron) 결핍을 유발시키고

[14,17], 근 기능  신경조  그리고 인체내 면역체계와 

심장  신장기능 이상으로 건강에 악 향을 주 요인으

로 작용되고 있다[14,19,26,28].

Sung et al.,(2003)[30]은 빈 , 성장 하, 월경불순, 섭

식장애와 심리  장애를 수반하며, 호르몬 생성 부족과 

체내 무기질 사 변화를 유발시켜 골 도 감소를 가져 

온다고 보고하고 있다[8].

한편,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이웅배(2003)[6]는 비만여 생을 상으로, 박미

령 등(2014)[3], 이 화 등(2014)[7]도 비만 년 여성을 

상으로, 고기 (2002)[1] 역시 비만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

구들은 비만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 로 학에서 모델 공 여 생들은 

마른 몸매를 유지하기 해 양섭취 제한과 규칙 인 

신체활동 부족으로 기 체력  체 , 골격근량이 고, 

체지방량 한 평균 수치보다 어 각종 건강상의 험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모델 공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에서 모델 공 인 여 생과 

일반 여 생을 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건강한 삶의 

기 가 되는 신체조성  기 체력을 비교 분석하여 제

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D 역시의 소재의 D 학의 모델

공 여 생 15명과 일반 여 생 15명을 상으로 연구

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  참여의 동의서를 작

성한 자로 과거병력과 재 특별한 질환이 없고, 규칙

인 운동경험이 없는 자들로 구성하 다. 이들의 신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Vanables

  Group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Model

(n=15)
20.60±1.45 172.40±3.01 48.84±2.88 19.96±2.18

General

(n=15)
20.80±1.47 167.93±2.98 52.66±2.99 25.4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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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절차 및 방법

2.2.1 신체조성 측정

신체조성 측정은 테스트 4시간 에 음식섭취와 12시

간 에는 운동을 하 으며, 테스트 30분 에는 화장

실에서 소변을 보게 하 다[23]. 측정 시 피검자는 생체

기 항에 방해가 되는 속 물품을 제거한 후 비된 

반 T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생체 기 임피던스 방법에 의

한 Bio-Space(Korea)사의 Salus 장비를 이용하여 체

(kg), 체지방량(kg body fat), 근육량(muscle mass) 등을 

측정하 다[Fig. 1].

[Fig. 1] Body Composition test

2.2.2 악력검사

악력은 Bio-Space(Korea)사의 InBody u-Town 장비

를 이용하여 완의 근력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으로는 

손가락의 제 2 이 직각이 되도록 조 하여 잡은 다음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상태에서 악력계가 몸에 닫지 

않도록 한 뒤 좌,우 2회 측정 후 좋은 기록을 0.1kg단 로 

기록하 으며 그  가장 우수한 기록을 채택하 다[Fig. 2]. 

[Fig. 2] Grasping power

2.2.3 배근력검사

배근력은 Bio-Space(Korea)사의 InBody u-Town 장

비를 이용하여 배근력계의 발  에 서서 30 〫 정도 앞으

로 상체를 기울여 배근력계의 손잡이를 바로 잡아서 

쇠 의 길이로 아래 손잡이 높이를 조 하고 기울인 상

체를 최 의 근력으로 일으키도록 한 뒤  2회 측정 후 좋

은 기록을 0.1kg단 로 기록하 으며 그  가장 우수한 

기록을 채택하 다[Fig. 3].

[Fig. 3] Back muscle strengths

2.2.4 유연성검사(앉아서 윗몸 앞굽히기)

유연성검사는 Bio-Space(Korea)사의 InBody u-Town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검사 에 앉아서 발 에 다리를 최

로 뻗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한 뒤 호흡을 내 쉬며 

몸을 최 한 앞으로 숙여 2회 측정 후 좋은 기록을 cm단

로 기록하 으며 그  가장 우수한 기록으로 채택하

다[Fig. 4].

[Fig. 4] Flexibility

2.2.5 순발력검사(제자리 높이뛰기)

순발력검사는 Bio-Space(Korea)사의 InBody u-Town 

장비를 이용하여 호흡을 들이 마시면서 무릎을 굽힌 뒤 

최 한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 2회 측정 후 좋은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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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단 로 기록하 으며, 그  가장 우수한 기록으로 채

택하 다[Fig. 5].

[Fig. 5] Rapidity

2.2.6 근지구력검사(윗몸 일으키기)

근지구력검사는 Bio-Space(Korea)사의 InBody u-Town 

장비를 이용하여 1분간(횟수)를 2회 측정 후 좋은 기록을 

횟수단 로 기록하 으며, 그  가장 우수한 기록으로 

채택하 다[Fig. 6].

[Fig. 6] Muscle endurance

2.2.7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18.0 version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공 여 생 집단과 일반 여 생 

집단의 신체구성  기 체력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집단 간의 차이 검증

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3. 결과

3.3.1 체중 및 골격근량

<Table 2>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 공 여 생의 

체 은 48.84±2.88kg으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52.66±2.99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골격근량은 모델 공 여 생은 21.85±1.69kg으로 평

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25.20±2.17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집단 간 차이 검

증을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Table 2> Weight and Skeletal muscle 
      Group

Item      
Model General T-value P

Weight

(kg)
48.84±2.88 52.66±2.99 -3.56 .001**

Skeletal 

muscle mass

(kg)

21.85±1.69 25.20±2.17 -4.70 .001**

M±SD, *p<.05, **p<.001

3.3.2 체지방량 및 BMI 비교

<Table 3>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 공 여 생의 

체지방량은 11.22±1.34kg으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15.51±1.94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BMI는 모델 공 여 생은 16.24±2.31kg/㎡으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20.47±3.00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Table 3> Body fat and BMI    
      Group

Item      
Model General T-value P

Body fat

(kg)
11.22±1.34 15.51±1.94 -7.02 .001**

BMI

(kg/㎡)
16.24±2.31 20.47±3.00 -4.31 .001**

M±SD, *p<.05, **p<.001

3.3.3 좌악력 및 우악력 비교

<Table 4>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 공 여 생의 

좌악력은 19.80±1.97kg으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22.46±2.50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우악력은 모델 공 여 생은 20.66±2.60kg으로 평

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고, 일반 여 생은 

23.26±2.78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집단 간 차이 검

증을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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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Left and Right grasping power
      Group

Item      
Model General T-value P

Left

(kg)
19.80±1.97 22.46±2.50 -3.24 .003*

Right

(kg)
20.66±2.60 23.26±2.78 -2.63 .014*

M±SD, *p<.05, **p<.001

3.3.4 배근력 및 유연성 비교

<Table 5>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 공 여 생의 

배근력은 63.06±5.56kg으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70.06±7.09kg으로 보통 수 을 보

다. 유연성은 모델 공 여 생은 19.87±2.29cm로 평균

치 수치를 보 고, 일반 여 생은 18.29±4.07cm로 보통 

수 을 보 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배근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p<.05)를 보 으며, 유연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Table 5> Back muscle and Flexibility
      Group

Item      
Model General T-value P

Back 

muscle

(kg)

63.06±5.56 70.06±7.09 -3.00 .006*

Flexibility

(cm)
19.87±2.29 18.29±4.07 1.30 .205

M±SD, *p<.05, **p<.001

3.3.5 순발력 및 근지구력검사 비교

<Table 6>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모델 공 여 생의 

순발력은 26.06±2.71cm로 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은 30.66±2.91cm로 보통 수 을 보

다. 근지구력은 모델 공 여 생은 18.14±3.57회로 평균

치 수치를 보 고, 일반 여 생은 17.06±2.73회로 보통 수

을 보 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한 결과 순발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p<.05)를 보 으며, 근지구력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5).

 <Table 6> Rapidity and Muscle endurance
      Group

Item      
Model General T-value P

Rapidity

(cm)
26.06±2.71 30.66±2.91 -4.47 .000**

Muscle 

endurance

(frequency)

18.14±3.57 17.06±2.73 9.06 .374

M±SD, *p<.05, **p<.001

4. 논의

4.4.1 신체조성 비교 분석

항상 마른 몸을 유지해야 하는 모델 공 여 생들은 

스트 스,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음식섭취 제한으로 

균형 잡힌 양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의 처를 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의 다이어트는 체내 에 지원의 격한 

소실과 인체 내 면역체계와 련된 미량 양소들의 감

소를 유발함으로서 건강을 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9,25,28].

한 지방의 기능은 주된 에 지이며,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고, 각종 장기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특히 스테로

이드 호르몬을 만드는데 여성들에게 있어 성호르몬인 에

스트로겐을 생성한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월경불

순으로 올 수 있으며, 특히 체내 무기질 사 변화 한 

유발하여 골 도 감소를 가져 오며[8,18,30], 실제로 우리

나라 20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비율은 2006년 기 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22,8].

골격근은 보통 건(tendon)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육내

에서 발생한 장력(tension)을 골격에 달함으로써, 움직

임을 가능하게 해 다[13].

BMI는 체지방과 연 성이 0.8 정도로 가장 리 사용

되고 있으며, 체질량 지수가 20kg/㎡ 이하이면 체 , 

20～25kg/㎡ 이면 정상, 25～30kg/㎡ 이면 과체 , 30kg/

㎡ 이면 비만으로 정의한다[16]. 

본 연구에서는 모델 공인 여 생의 체 은 

48.84±2.88kg, 골격근량은 21.85±1.69kg, 체지방량은 

11.22±1.34kg, BMI는 16.24±2.31kg/㎡으로 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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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으며, 일반 여 생과 비교

하여도 극히 낮은 수치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든 신체조성에서 표 범

 이하를 나타내는 모델 공 여 생들은 장기간에 거쳐 

비정상 인 식이제한은 염분과 비타민 부족으로 체내의 

세포조직에 필요한 단백질을 장할 수 없으며, 신진

사도 충분하지 못해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소모시킨 

결과[9,20]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건강의 신호로서 균형 

잡힌 양섭취와 더불어 규칙 인 신체활동의 병행이 

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운동생리학자들의 연구

에 의하면, 한 양섭취와 규칙 인 신체활동은 근

골격계와 기타 신체 조직의 발달에 여하여 에 지의 

효율 인 활용을 돕고 계속 인 근육수축과 이완을 유발

하여 근육량과 근력을 증 시킨다고 보고하 고[8], 김명

일과 정 철(2007)[2]은 여 생을 상으로 12주간 복합

운동을 용시킨 결과 무기질, 단백질, 근육량, 제지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 으며, 이웅배

(2013)[6]는 여 생을 상으로 8주간 복합운동을 용시

킨 결과 체 , BMI, 체지방률, 허리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규칙 인 신체활동이 신체조

성에 정 인 향 주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상의 문제 을 내포하고 있는 모델 공 

여 생들에게 균형 잡힌 양섭취와 더불어 개인의 신체

성에 알맞은 계획 이고 과학 인 운동 로그램이 

실히 요구된다. 

4.4.2 기초체력검사의 비교 분석

체력 혹은 신체 성으로 해석되는 Physical Fitness는 

문화  환경과 문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

었고, 한 시  변천에 따라 체력이란 개념도 변화되

었다[5].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특수한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응력, 체력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근육의 작동이 요구되는 작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한 체력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정열 , 지속 으

로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운동부족

으로 인한 질병을 방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다고 정

의 하 다[5,27]. 따라서 건강 련 체력은 심폐지구력, 근

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의 강화는 건강한 삶을 한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악력 검사는 완근의 최 근력 검사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좌 악력은 19.80±1.97kg으로, 우 악력은 

20.66±2.60kg의 수치를 보 다. 이는 여성들의 표 범  

수  22～33kg 수 [15]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배근력은 등배근력의 최 근력 검사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63.06±5.56kg의 수치를 보 다. 이는 70～90kg

표 범  수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유연성 검사는 에 가동범 를 측정하는 검사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87±2.29cm의 수치를 보 다. 이

는 13～22cm의 표 범  수치를 보 다. 

제자리높이뛰기 검사는 순발력 워(power)라고도 하

며, 힘, 속도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26.06±2.71cm의 수치를 보 다. 이는 28～32cm의 표 범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윗몸일으키기 검사는 근지구력 검사 방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18.14±3.57회의 수치를 보 다. 이는 14～18회

의 표 범 의 수치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연성과 근지구력을 제외한 모든 

근력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 체력

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성장 인 여 생으로서는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건강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균형 

잡힌 양섭취와 규칙 인 신체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김명일과 정 철(2007)[2]은 12주간 복합운동이 여

생의 악력, 배근력, 체 굴(유연성), 제자리높이뛰기에서 

복합운동 로그램 참여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하여 규칙 인 운동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규칙 인 신체활동의 근력향상 효과는 운동단

(motor unit)의 수와 impulse의 빈도증가  근 횡단면

(cross section area)의 증가와 상 이 높으며[2,21], 근

육, 인 , 건의 탄력성을 향상시켜 근력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2].

따라서 신체조성과 기 체력이 표 보다 이하인 모델

공 여 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하기 해서는 균형 

잡힌 양섭취와 규칙 인 신체활동이 실히 요구되며, 

개인의 신체 성에 알맞은 체계 이고 과학 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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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용시켜 본 연구의 기 자료와 더불어 추후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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