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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기 여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 중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에서 신체만족과 

의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은 대상화이론과 성역할갈등이론을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290명의 초기 여자청소년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초기 여자청소년은 신체외모와 관련된 성역할갈등을 내면화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지고 의존성이 높아져 

결국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여자청소년이 청소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견고한 성역할갈등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

이고 의존적인 성향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을 제시하여 건강한 의사결정 태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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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외모지상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좋은 외모가 개인의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

로 작용하기도 하여 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외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

지고 있다(황윤정, 2007; Brewis, Hruschka, & Wutich, 2011). 또한 잘생긴 외모와 아름다운 신체

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외모에 집착하게 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

(예. 폭식, 거식 등 섭식장애, 성형 중독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은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여성이 2008년 8,428명에서 2012년 1만 

379명으로 5년 새 23%나 늘어 같은 기간 남성이 거의 늘지 않은 것(2,512→2,623명)과 대조적이

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보건복지부, 교육부, 2011)’에서는 정상 

체중 여학생의 35.8%가 ‘살이 찐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체중을 줄이려고 시도한 여학생(45.5%)

도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여자청소년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멋진 외모와 몸매 가꾸기에 대한 신드롬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으며 

연령 역시 하향화하고 있어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 여성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점(조윤주, 2009)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선행 연구들은 섭식문제에 가장 취약한 시기

를 청소년기로 보고, 전형적인 형태의 섭식장애는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고 주요 대상이 14세 

또는 15세 소녀들로 보고하거나, 13~16세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는 주장도 있다(Casper,

1996). 또한 신체이미지에 대한 불안이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고(Sands, Tricker, Sherman,

Armatas, & Maschette, 1997) 대부분의 여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마른 몸매를 갖고

자 한다고 보고하여(Dornbush, Singer, Brownstein, & Freedman, 1984)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

학생에 해당하는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외모와 관련된 적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신체외모와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섭식문

제 등의 변인간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이와 관련된 섭식문제가 청소년기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였으며

(Stuart & Sundeen, 1985) 신체불만족이 자아존중감, 섭식장애,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김수진, 2008; 손은정, 2008). 관련 연구들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스러울수록 자신감이나 자존

감이 증가하고(Tucker, 1982), 신체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피해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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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결여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양계민, 1993), 신체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이경희, 안귀여루, 2013). 또한, 신체

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서로 관련되며(Mckinley, 2006a), 신체불만족에 의해 

식이절제와 폭식 및 우울이 모두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tice, Akutagawa, Gaggar, &

Agras, 2000). 특히 신체만족도는 청소년의 적응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신체존중감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Koff &

Stubbs, 1990). 따라서 신체만족도 변인은 신체와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와의 관련성

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체외모 관련 변인들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외적 사회환경의 영향에 의한 사회화 또는 내면화 기제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 대중매체, 가족, 또래 친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치와 신

념, 이상적 신체기준을 규범화하고, 반복적인 노출과 학습에 의해 비현실적인 신체기준을 의식

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도록 강화하고 압력을 행사한다(Heinberg, 1996). 이로 인해 

개인은 내면화된 이상적 신체기준과 가치를 토대로 자신의 신체 외모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이

상적 외모와의 비교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Stice & Whitenton, 2002), 끊

임없는 외모관리행동과 신체감시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된 이상적 기준에 도달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 저해된다(Stice & Bearman, 2001).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한 신체외모 관련 적응문제는 대상화이론(Fredrickson &

Roberts, 1997)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여성이 대인관계에서 외모에 의해 평가받고 이용당하거

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영향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자신

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고 스스로를 대상화(Objectification)하여 자신의 신체외모를 제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는 마르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이

상화되고,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외모중시 가치관을 고착화하여, 자신의 

몸을 기능이 아닌 하나의 대상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보는 관점이다. 관련 연구들은 사회환경

에 의한 이상적 기준과의 불일치 때문에 야기되는 신체에 대한 좌절감이 자신의 신체 외모를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한다고 보았다(Fredrickson & Noll, 1998). 또 대

상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 떨어지며(McKinley, 1998),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중조절 등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을 하

게 된다고 보고하였다(Posch, 2001).

이러한 자기대상화는 주로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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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욱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양계민, 1993; Rodin, 1993). 특히 여성의 대상화 경험은 성적인 

신체 특징이 생겨나는 사춘기에 주로 형성되는데, 청소년기는 형식적 사고 등 인지능력이 향상

되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한 이상적인 기준을 더 인지하여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Myers & Crowther, 2007).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를 보다 높게 수용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Chen, Fox, Haase, & Ku, 2010),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되었다(박경애, 2002; Dornbush et al., 1984). 특히 여자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대상화하는 습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Kittler, 2003). 여성은 성

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기의 시선으로 외모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어 전반

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McKInley & Hyde, 1996).

특히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신체와 관련된 사회의 이상적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며, 신체외모와 관련된 부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여성성역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성역할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에게 외모에 대한 사

회적 기준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키고 있으며(Moradi, Dirks, & Matteson, 2005) 이렇게 강화된 

여자청소년은 신체적 매력을 여성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수용하여(Stice, Hayward, Cameron,

Kilen, & Tayler, 2000),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섭식장애 등을 경험하

게 되는 것이다(Compian, Gowen, & Hayward, 2004; Wong & Whitaker, 1993). 따라서 여자청

소년의 신체외모와 관련된 적응 문제에 있어서는 대상화과정과 더불어 특히 성역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gender role)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에 맞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각 개인은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성역할, 여성성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

준, 기대, 규범을 내재화하게 되는데(Pleck, 1995) 이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lmartin, 2007). 이러한 성역할과 관련된 구인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긍정적 측

면(예. 독립성, 친절)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예. 감정억제, 수동성)도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심리

적 부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되고 있다(Spence, 1993;

Pleck, 1995). 따라서 청소년 우울 등의 부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 GRC)과 같은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역할갈등은 사

회에서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 정

의되는데(O'Neil, 1981), 그 발생되는 맥락적 상황은 발달적 과업의 갈등에 직면했거나 성역할의 

변화를 경험할 때, 성역할규준을 위배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실패했을 때, 성역할고정관념에 

기초한 실제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 간의 모순을 경험할 때 등이다(O'Neil, 1981). 따라서 

성역할갈등이 발생되는 이러한 맥락적 상황은 성역할정체감의 형성, 자율성과 독립성의 획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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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과업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Watts와 Borders(2005)는 성역할갈등이 청소년기에 발달하며,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가

져오는 긴장과 갈등에 더하여 성역할갈등이 우울 등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적 위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여성성역할갈등(Female Gender Role Conflict: FGRC, 하문선, 김지현, 2012)은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Fear of Physical Unattractiveness; FPU), 성적희생자가 되는 것

에 대한 두려움(Fear of Victimization; FV), 의존성과 수동성(Dependence and Passivity; DP)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신체외모와 관련된 여성성역할갈등은 ‘신체

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으로, 이는 여성이 신체적 매력에 대하여 사회적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함이나 부정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며 신체만족, 우울,

삶의 만족 등의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변인들과 관련된다고 하였다(하문선, 김지현, 2012). 따라

서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대상화 과정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는 결국 성역할갈등(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의 형성으로 인한 부적응 상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대상화 및 성역할갈등 형성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개념과 관련하여 신

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불만, 우울 등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특히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만족, 우울 간 유발 경로에 대한 가정은 대상화이

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난 10년 간의 대상화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Moradi와 

Huang(2008)는 문화적 정체성 갈등, 성적대상화 경험과 문화적 미의 기준의 내면화가 가져오는 

자기대상화와 신체감시의 경험이 살찐 신체에 대한 수치심, 살찐 외모에 대한 불안, 몰입의 부

족, 신체 상태에 대한 내적 인식 부족,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울, 섭식장애를 유발함

을 제시하였다(그림 1). 특히 그들은 이러한 자기대상화가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 몰입 부

족의 매개를 통해 우울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대체로 지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대상화 과정

에서 이상적․비현실적 신체 기준과의 비교가 살찐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수치심과 불안을 느

끼게 하고, 자신의 신체외모를 타인의 시각으로 지나치게 의식하게 하여 과업에 대한 몰입의 부

족을 가져오고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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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 갈등

문화적 미의
기준의 내면화

자기대상화/
신체감시

성적
대상화 경험

살찐 외모에
대한 불안

몰입의 부족

살찐 신체에
대한 수치심

신체 상태에 대한
내적 인식 부족

특정집단의
신체 감시

과업수행

신체 기능 장애

섭식장애

우울

일반적으로 지지됨 

제한적이거나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

연구결과 지지되지 않음 

[그림 1] 10년간(1997-2007) 대상화이론 변인간 관계 개관

이 모형(그림 1)에 비추어 본 연구의 가정 즉 성역할갈등이 신체불만,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측변인으로서 성적대상화 경험과 문화적 미의 기준의 내면화가 가져오는 자기

대상화와 신체감시의 경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인 성역할갈등(신체적 매력없

음에 대한 두려움)의 형성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사회기준과의 신체비교와 

감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불만족을 더 명확하게 하고(Shroff & Thompson, 2006), 신체체

형에 대한 불안이 신체불만족과 크게 관련된다는 점(Bowden et al., 2005) 등을 고려하면, 이러

한 신체비교와 감시에 의한 수치심과 불안은 자신의 신체외모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여 결국 

신체불만족으로 연결되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화이론 관련 연구들과 성역할

갈등이론은 여성성역할갈등 중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변인간의 경로에 대한 관계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적 특징과 관련하여 중요

한 매개 변인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발달단계상 과도기적 시기로 학업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시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는 중

요한 시기이다(Harren, 1979). 그러나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긍정적 자기평

가 또는 타인의 지지가 없을 때는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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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도한 의식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김은경, 2005). 연구자들은 사회환경에 의한 

이상적 기준과의 불일치 때문에 야기되는 신체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자신을 관찰자의 시각

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한다고 보고하여(Fredrickson & Noll, 1998) 신체불만족이 외부 타인의 

시각에 대한 의존을 가져옴을 시사하였다. 대상화 모형(그림 1)에 의하면, 여자청소년들의 자기

대상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객관적인 내적 인식은 부족해지고 내적 에너지

를 외부환경의 기준과 기대에 집중하게 하여, 발달 과업(예. 독립성, 자율성)에 몰입하지 못하고 

의존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회환경의 영향에 의한 신체외모 관련 자기대상화 및 성역할갈등 즉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자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오고 타인의 시각이

나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 즉 의사결정의존성을 가져와 우울을 유발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연구들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 등 사회적 영향

력을 더 많이 받으며 의존적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송소원, 2001; Kuperminc

et al., 1997). 연구자들은 이러한 청소년의 의존성이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Blatt &

Homann, 1992; Fichman, Koestner, & Zuroff, 1994) 여자청소년들이 수동적, 의존적 특성들을 

습득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어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Peterso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이론 및 성역할갈등 이론과 관련하여 예측변인으로서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 대한 불만과 의사결정의존성을 가져와 결국 우울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부적응 변인들간 관계는 청소년이 신체 외

모와 관련된 기준뿐만 아니라 사고, 가치, 인식, 판단 등의 내적 기준도 외적 환경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수행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위험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외모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가져오게 하는 구체적인 심리사회

적 요소들을 밝히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발

생되는 성역할갈등(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만족과 의사결정의존성을 매개로 우

울을 유발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독립변인으로, 신체만족과 의사결정의존성

을 매개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그림 2)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에는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신체만족, 의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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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

체만족과 의존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한다.

+

-

+

-

+

-

+ 정적관계, - 부적관계 

〔그림 2〕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기 여자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에 

위치한 초기 여자청소년 290명(초등학교 6학년 173명, 중학교 1학년 33명, 중학교 2학년 52명,

중학교 3학년 3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초기 여자청소년 성역할갈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하문선, 김지현(2012)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기 여자청소년 성역

할갈등척도(Korean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young adolescent girls;

K-FGRCS-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또

한 전체 3요인으로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FPU) 5문항, 성적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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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FV) 4문항, 의존성과 수동성(DP) 6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FPU) 요인만을 사

용하였고, 이 요인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 신체만족

신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ody-Esteem 척도(Mendelson, White, & Mendelson, 1996)를 청

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및 수정한(조지숙, 1992) 질문지를 정윤경(2003)이 수정․보완한 신체만족

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 Likert 4점 척도로, 정윤경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3) 의사결정의존성  

의사결정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의사결정유형척도(고향자,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

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존

적 유형의 10문항,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재풍(200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고향자(1992)가 보고한 의존적 유형의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4점 Likert 척도(1, 전혀 없었다 ~ 4, 매일 있었다)로, 전겸구 등(2001)이 보고

한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SPSS 18.0, AMOS 7.0을 사용하였다. 특히,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후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을 가정하고 Mean

Impu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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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성 검증과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추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최대우도(ML)

추정방법으로, 이 방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가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변량 왜도값, 단변량 첨도값, 다변량 첨도값을 

확인하였다(Finney & DiStefano, 2006). 단변량 왜도값과 단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에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변량 첨도는 Mardia의 정상화된 다변량 첨도(Mardia's normalized

multivariate kurtosis)값이 3보다 클 경우에 ML 추정시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Finney

& DiStefano, 2006). AMOS에서는 자료의 결측치가 없을 경우 단변량 왜도값, 단변량 첨도값,

다변량 첨도값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료에 대한 정상성 분석 결과, 다변량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채택하였

다. 특히, 분석시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는 개개 문항들을 묶어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개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면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 최대우도 추정

방법의 조건인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 문항으

로 구성된 신체만족, 의사결정의존성, 우울은 문항점수들을 합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

성하였다(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2) 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지수 즉 χ 2 값, TLI, CFI, RMSEA를 

이용하였다. 또한 위계적 관계에 있는 경쟁 모형들 중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χ 2 차이값(△

χ 2)과 자유도 차이값(△df)에 기초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표 1), 여자청소년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만족, 의존성, 우울과 각각 -.31, .21, .21(p < .01)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신체만족은 의존성, 우울과 각각 -.27, -.40(p < .01)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의존성은 

우울과 .36(p < .01)의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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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U BodyS Dependence Depression

1

2 -.31**

3 .21** -.27**

4 .21** -.40** .36**

평균 4.13 2.37 2.34 0.98

표준편차 1.23 .46 .54 .50

주. 1. FPU: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2. BodyS: 신체만족 3. Dependence: 의존성 4. Depression: 우울
** p < .01,  * p < .05

<표 1> 관측변수들 간의 단순상관 계수, 평균, 표준편차 

2. 정상성 검증    

연구 표집에 대한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정상성의 조건을 충족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변량 왜도값, 단변량 첨도값은 각각 2와 7미만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

다. 그러나 다변량 첨도값(극단치 제거전: 42.044, 극단치 제거후: 40.075)은 3보다 훨씬 커서 

Mardia의 정상화된 다변량 첨도값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모형 

검증에서는 Bootstrapping 방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3. 측정모형 검증 

관찰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나타낸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 2(129, N=290) = 248.504(p <

.001), TLI = .943, CFI = .957, RMSEA = .057 〔90% CI = (.046 - .06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구조모형 검증 

1) 모형 평가 및 최종모형의 경로추정치

첫째, 연구모형인 구조모형 1을 검증한 결과, χ2(129, N=290) = 248.504(p < .001), TLI = .943,

CFI = .957, RMSEA = .057〔90% CI = (.046 - .067)〕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구조모형 1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로(FPU→Dependence, 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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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 경로를 삭제하고, 구조모형 2로 설정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2를 검증한 결과, χ2(131, N=290) = 249.521(p < .001), TLI = .945, CFI = .958, RMSEA

= .056〔90% CI = (.045 - .066)〕의 값을 보여,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모형 

2가 구조모형 1에 비하여 적합도가 유의할 정도로 나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1과 2의 χ2 차이검증 결과, χ2
Difference(2, N=290) = 1.017(p > .05)로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구조모형 2가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 역시 더 개선되었다. 따라서 구조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섯째, 최종

모형의 각 경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의 추정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모형

(그림 4)에서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만족에 -.370(p < .05)의 

경로계수를 보였고, 신체만족은 의존성에 -.332(p < .05), 우울에 -.404(p < .05)의 경로계수를 보

였으며, 의존성은 우울에 .261(p < .05)의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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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모형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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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조모형 2(최종모형)

모형 χ2 df 모형비교 △χ2(df) TLI CFI
RMSEA

(90% CI)

구조모형1

(연구모형)
248.504 129 .943 .957 .057(.046 - .067)

구조모형2

(최종모형)
249.521 131 1 vs 2 1.017(2) .945 .958 .056(.045 - .066)

주. ** p < .01,  * p <.05

<표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비교 

경 로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B β S.E. t

BodyS  ←  FPU
-.909

(-1.227 - -.600)
-.370 .202 -4.494***

Dependence ← BodyS
-.189

(-.301 - -.122)
-.332 .042 -4.528***

Depression ← BodyS
-.485 

(-.635  - -.322)
-.404 .087 -5.585***

Depression←Dependence
.544

(.267 - .812)
.261 .136 4.000***

주. N=290.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B: 비표준화된 추정치임, β: 표준화된 추정치임.

S.E.: 표준오차, FPU: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BodyS: 신체만족, Dependence: 의존성, 

Depression: 우울

<표 3> Bootstrapping 추정에 의한 최종모형의 경로 추정치, 신뢰구간,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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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모형의 검증

매개효과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

의미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를 위해 Shrout와 Bolger(2002) 등

이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원자료(N=290)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Bootstrapping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종속변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신체만족, 의존

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의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

움에서 신체만족을 거쳐 의존성으로 가는 경로,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체만족과 

의존성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신체만족에서 의존성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94 - .311, .309

- .851, -.176 - -.046).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는 신

체만족과 의존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로
효과의 종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B
(CI)

β
B

(CI)
β

B
(CI)

β

FPU - BodyS
-.909

(-1.227 - -.600)
-.370

-.909

(-1.227 - -.600)
-.370 - -

FPU BodyS Dependence
.172

(.094 - .311)
.122 - -

.172

(.094 - .311)
.122

FPU
BodyS

Dependence
Depression

.535

(.309 - .851)
.181 - -

.535

(.309 - .851)
.181

BodyS - Dependence
-.189

(-.301 - -.122)
-.332

-.189

(-.301 - -.122)
-.332 - -

BodyS - Depression
-.485 

(-.635  - -.322)
-.404

-.485 

(-.635  - -.322)
-.404 - -

BodyS Dependence Depression
-.588

(-.750 - -.417)
-.490

-.485

(-.635 - -.322)
-.404

-.103

(-.176 - -.046)
-.086

Dependence - Depression
.544

(.267 - .812)
.261

.544

(.267 - .812)
.261 - -

주. N=290. Bootstrapping 표집의 개수는 10,000개, B: 비표준화된 추정치임, β: 표준화된 추정치임.

FPU: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BodyS: 신체만족, Dependence: 의존성, Depression: 우울

<표 4>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  359

Ⅳ. 논 의

청소년기는 성역할 사회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이 발달하는 시기로(Watts

& Borders, 2005), 성역할갈등이 청소년의 우울 등 부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Blazina, Pisecco,

& O'Neil, 2005) 보고되어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화적 압력에 

의한 이상적 신체기준의 내면화 과정은 자신의 신체외모를 대상화하여 비판적인 관찰자의 시각

으로 바라보도록 습관화하며 우울, 섭식문제 등을 유발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여성성역할갈등 중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그들의 발달적 과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여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부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에서 신체만족과 의사결정의존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다변량 정상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ootstrapping 방식으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 검증결과,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은 신체만족에 (β=-.370, p <.05)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만족은 의존성(β=-.332, p <.05)과 우울

(β=-.404, p <.05)에 영향을 미치며, 의존성은 우울(β=.261, p <.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만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

을 미치며, 신체만족과 의존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신체만

족 또는 신체만족과 의존성을 통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즉, 여자청

소년은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아지고 의존적이 되어서 결

국 우울을 느끼게 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이 지지된 것이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사회환경의 영

향에 의하여 신체외모와 관련된 성역할갈등을 내면화할수록 이상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

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객관적인 내적 인식이 부족해져 의사

결정시 외부 타인의 시각이나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 즉 의사결정의존성을 가져와 결국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 청소년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가 급격한 신체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로(Featherstone,

2010)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자기평가 또는 타인의 지지가 없을 때는 부적응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구자명, 1993; 주경숙, 2011)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남성에 비해 더욱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으로 인해(Stice, Schupak-Neuberg, Shaw,

& Stein, 1994)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더 집착하며(Rodin, 1993) 자기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과 부적응을 느끼게 된다는 결과(Feingold & Mazzella, 1998)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보다 신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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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의존성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는 성역할갈등의 연구에서 매개변인 탐

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Heppner와 Heppner(2008)의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 그는 성역할갈등이 

우울 등 부적응에 이르는 맥락적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

다고 주장하며 이는 성역할갈등으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개입 및 상담의 실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제안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체외모와 관련된 여성성역할갈등이 여자청소

년의 신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여 결국 우울을 유발하는 문제의 개입에 있어서,

생애초기부터 형성되어 내면화된 견고한 성역할갈등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는 것처럼 보

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의존적인 성향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을 제

시하여 건강한 의사결정 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면 첫째, 여자청소년에게 신체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외모

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을 향하는 부정적 지각과 평가의 원인을 부정적인 신체

로 귀인하여 자기통찰이 어렵다(강상현, 1999).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신체외모 

등의 표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편향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교정하는 등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외

모 관련 왜곡된 사고와 절대적인 신념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었듯이 청소년의 의사결정의존성뿐만 아니라 우울 문제를 감소

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만 귀인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한 부적응 문제를 반복 경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

신이 경험하는 문제의 일부분이 사회환경의 영향 특히 성역할사회화 과정으로 인한 영향임을 

자각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성역할갈등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

위요인 특히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며, 적극적으

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초기청소년들이 사회환경

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외모주의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고 장점을 찾도록 하며,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초기 청소년이 자신의 내재된 아름다움을 찾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개

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신체외모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

인 독립성과 자율성 형성을 위협하며 내재화 문제인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부적응을 가져오는 요소들 중에서 사회환경의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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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신체대상화현상 및 성역할사회화 과정에서 발생된 여성성역할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문화적 요소와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소를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성역할갈등 관련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성역할갈등 관련 연구 대상의 범위

를 확장하고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의 조기개입과 예방에 도움이 될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여성의 성적대상화와 미에 대한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가져오는 대상화현상과 관련된 

10년간 연구들을 개관한 Moradi와 Huang(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들을 추가 및 보

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으로 제한되었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

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은 

자기 보고에 의한 자료로 청소년이 실제 타인에게 관찰되는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은 타인이 관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청소년 자신이 적절한 환경하에

서 적응문제 평가에 보다 솔직할 수 있다(Oetting & Beauvais, 1990). 셋째, 본 연구모형에서 제

시한 각 변인들은 인과 관계에 따라 시차를 가지고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 측정의 

어려움 및 연구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설계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가정한 본 연구모형은 일부 경로가 유의하

지 못하여 그 경로를 삭제하고 최종모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최근 여자청소

년뿐만 아니라 남자청소년의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어 과도한 신체관리행동, 운동중독,

섭식 문제, 우울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윤, 2006; Hargreaves & Tiggerman, 200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신체외모 관련 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

구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청소년의 우울 등 다양한 부적응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환경적 영

향에 의해 형성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신체외모 

관련 외적 문제들이 청소년의 의존성,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들 

요소들이 반영된 심리교육적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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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hysical Unattractiveness and

Depression mediated by Body Satisfaction and Dependence

for Young Adolescents
*

Ha, Moonsun*

Kim, Ji-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fear of physical

unattractiveness, body satisfaction, dependence and depression for young adolesc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 of body satisfaction and dependence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hysical unattractiveness and depress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bout the model means that the stronger fear of physical

unattractiveness can lead to less body satisfaction and more dependence, and this phenomenon

can cause depression in girls. This study makes it possible to obtain empirical data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youth maladjustment problems. It also suggests that there is

the need for effective strategies to increase body satisfaction and reduce the dependence of

girl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young adolescents, gender role conflict, physical unattractiveness, depende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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