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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과 자기낙담간 관계에서
폭식행동의 매개효과
박지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Mediating Effect of Binge Ea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 Discouragement of University Female Students with Diet
Experienc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과 자기낙담 간 관계에서 폭식행동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99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 유무, 우울, 폭식 행동, 자기낙
담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296명 중 76%의
여대생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훨씬 더 많았다. 둘째,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우울, 폭식 행동 및 자기낙담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다이
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과 자기낙담 간 관계에서 폭식행동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토대
로 대학생의 자기낙담에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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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of self discouragement and binge eating behaviour of university female students with
diet experience.
Methods: The data of diet experience existence, depression, binge eating behavior and self discouragement were obtained. Lastly, the total data of 296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76% of college women reported a Diet
experience. This figure was more than three times the female students reported that this diet
experience. Second, In college students with diet experience, the variables of depression, binge eating
behavior and self-disappointment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Third, binge eating behavio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lf discouragement.
Conclusions: Binge eat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lf discouragement
of University female students with diet experience.
Key Words: Diet experience,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Depression, Binge eating behaviour, Self
discouragement

서 론
다이어트는 원하는 체형이나 체중을 만들기 위해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말한다(Lowe, 2002). 우
리 사회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홈쇼핑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종 다이어트
상품이나 운동 기구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다이어트 시
장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으나 2012년 풀
무원에서 미국 시장을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7조 6천 억 원 안팎이었으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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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내 다이어트 시장의 전체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
정하였다(Cho NH, 2017).
최근 들어 근육질의 남성적인 몸매가 부각되면서 남성
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그동안 다이어트는
여성들에게 더 선호되는 행위였고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여성에
게 마르고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 22개국 18,5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
중조절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자 대학생 중 77%
가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2개국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Wardle et al., 2006;
Park HR, 2014에서 재인용).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여대
생의 경우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전에
체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Kim YK et al., 2009). 또한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여대생들이 마른 체형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Kang YH et
al., 2015).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
을 보이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비만 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
이어트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Lee SH
et al., 2018).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이어트가 폭식의 위험 요인
이라는 것이다(Goldschmidt et al., 2012). 폭식은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음식 섭취를 참을 수 없거나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섭식 절제 이론에 따르면, 폭식은 지속적이
고 엄격한 식이 억제로부터 비롯된 박탈감에 대한 반응이
다(Polivy et al., 1985). 회피이론에서는 폭식행동이 불
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다고 보았는데, 폭식 후 지나친 음식 섭취에 대한 죄책감
이나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또 폭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으
로 이어진다(Heatherton et al., 1991; as cited in Lee
S, 2019).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에서도 폭식의 가장 일반적인 선행 사건을 부정적 정
동이라 보았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정서적 섭식 이론에서도 폭식을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Thompson et al., 1990).
섭식 절제 이론과 정서적 섭식 이론에 근거한 폭식 행동에
관한 Stice(2001)의 이중 경로 모형에서는 날씬해야 한다
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날씬한 이상형의 내면화가 신체 불
만족을 일으키고, 이는 부적 정서와 섭식절제를 모두 촉발
하며, 이 두 요인에 의해 폭식행동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Lee SH et al., 2014에서 재인용).
1,827명의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다이어트에서 폭식으로 발전하는

주목할 만한 위험 인자는 우울 증상과 자존감 요인으로 밝
혀졌다(Goldschmidt et al., 2012). 이를 뒷받침하듯 많
은 연구에서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폭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erzog et al., 1988; Wolff et al.,
2000; McCabe et al., 2003; Park HR, 2014; Jeong
MS et al., 2016: Lee Sh et al., 2018).
앞서 회피이론에서 폭식 후 지나친 음식 섭취에 대한 죄
책감이나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여자
대학생의 다이어트 인식에 대한 개념도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리뷰한 후, 다이어트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체중감량의 실패와 이로 인
한 다이어트 재시도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실패와 다이어
트의 반복 경험은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제
안하였다(Lee SH et al., 2018).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의
실패는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olivy et al., 1985).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하면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다이어트 경험자들의 폭식행동에 영향을 주고, 폭식행동
으로 인해 자기에 대한 태도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평가가
자기낙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자기낙담(Self-discouragement)은 스스로의 용기를
꺾어 낙담시키는 것으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낙
담을 신경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측면으로 보았다(Manaster
et al., 1982; Dinkmeyer et al., 1996a; Park J et al.,
2017에서 재인용). 낙담의 심리학적 근거는 높은 기준들,
완벽한 기대, 부적절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등으로(Park EK, 2009), 낙담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결함 및 불리한 점을 잘 찾아낸다(Dinkmeyer
et al., 1996b). 이와 무관하지 않게 자기낙담은 우울한
기분과도 상관이 높았다(Park EK, 2009). 자기낙담 요인
이 우울집단과 비교집단을 얼마나 예언해 줄 수 있는지 살
펴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담의 우울집단에 대한 정확분류
도가 79.5%로 높게 나타나 우울증을 예언할 수 있다고 보
았다(Noh AY et al., 2007).
일반적으로 자기낙담은 우울에 선행하는 성격 특성일
수 있다. 그러나 폭식과 관련하여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울과 자기낙담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
술한 정서적 섭식이론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가 폭식에 선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회피 이론에서는 폭식
후 지나친 음식 섭취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자기 평
가가 수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이론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대생은 날씬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길 원하나 그들이 생활상에서 경
험하는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와 섭식 억제로 인해 자
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폭식을 행한 후 부정적인 자기 평가
를 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다이어트의 결과와 함께 스스로의 용기를 꺽어 버리는 자
기낙담을 야기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가 폭식의 위험 요인으로 억제와 폭식이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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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장기적인 횡단 연구 결과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Neumark-Sztainer et al.,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두 변인 간에 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
다(Byrne et al., 2002; Stice et al., 2006; Linardon,
201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여대생을 대
상으로 다이어트 경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과 그렇지 않은 여대생의 우울, 폭식행동, 자
기낙담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
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우울, 폭식행동, 자기낙담 간 상
관을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 우울, 폭식행동, 자기낙담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동안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자신의 외모에 민감한 여대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이어트와 우울, 폭식행동, 및 자기
낙담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낸다면 다이어트 경험을 지닌 여대생의 적응을
돕는 데 좀 더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고안 방법
본 연구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우
울과 자기낙담, 폭식 행동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
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선택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부산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총 299명의 여자 대학생이었다. 299명의 자료 중 결측
치가 포함된 응답 자료를 제외한 후 분석에 총 29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229
명(77.4%), 부산이 67명(22.6%)으로 부산보다는 서울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다이어트 경험 유
무 조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25명(76.0%)
이었고,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은 71명(24.0%)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경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
생이 없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학년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1학년 56명(18.9%), 2학년 59명
(19.9%), 3학년 59명(19.9%), 4학년 122명(41.2%)으로
4학년 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Table 1). 연령 범위
는 만 17세에서 31세로 평균연령은 21.07세(SD=2.303)
였다.

3. 도구
1) 한국판 Zung 우울 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Zung(1965)이 개발하여 Lee YH et al.(1991)이 한국
어로 번안한 한국판 Zung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나는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 ‘심장이 전보다 빨리
뛴다.’, ‘내 정신은 전과 같이 맑다.’ 등과 같은 우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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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rea
University

Diet experience
Grade

Category

Frequency

Percent (%)

Seoul
Pusan
A
B
C
Yes
No
1
2
3
4

229
67
79
67
150
225
71
56
59
59
122

77.4
22.6
26.7
22.6
50.7
76.0
24.0
18.9
19.9
19.9
41.2

정서, 생리, 심리 증상을 기술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
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27이었다.
2) 폭식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
여자 대학생의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 et
al.(1984)이 개발하고 Garner(1991)가 개정한 섭식장애
척도(EDI-2)를 Lee IS(1997)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에 관련된 증
상들을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생각과 행
동에 대한 경향을 측정하는 ‘폭식’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폭식’의 문항에는 ‘나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날 때 먹는
다.’, ‘나는 과식을 하는 편이다.’, ‘나는 멈출 수 없다고 느
낄 때까지 폭식을 한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는 .832였다.
3) 자기낙담 척도(Self-Discouragement Scale, SDS)
자기낙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Noh et al.(2007)이 개발
한 자기낙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자기
낙담’, ‘행동적 자기낙담’, ‘정서적 자기낙담’ 각각 10개의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인
지적 자기낙담 척도에는 ‘일을 실패했을 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잘못
되면 모든 일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적 자기낙담
척도에는 ‘실패했을 때 ‘남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라고 생
각하며 사람들을 피한다.’, ‘나는 주위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포기한다.’, 정서적 자기낙담 척도에는 ‘매사에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타인의 비판에
쉽게 풀이 죽는다.’ 등의 문항이 포한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
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낙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낙담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9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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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서울과 부산지역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
간에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총
299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후 빠짐없
이 체크하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를 포함하는 3건의 자료를 제외한
후 29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96명의 자
료 중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여대생은 71명이었고, 다이
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225명이었다.
2) 분석 방법
통계프로그램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눈 후
두 집단에서 주요 변인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후 집단 간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울과 자기낙담 간 관계에 있어 폭식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Baron et al.(1986)이 제안
한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우울이 준거변인인 자기낙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우울이 매개변
인인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
는 우울이라는 예측변인과 폭식 행동의 매개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자기낙담이라는 준거변인을 예측하는지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계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여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 The mean comparison of depression, binge eating behaviour and
self-discouragement with diet experience (n=296)
D yes(n=225)

D no(n=71)

M±SD

M±SD

1.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폭식 및 자기낙담의 집
단차이 검증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
는 3개의 주요 변인 간 t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우울과 자기낙담은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식은 다이어트 경험 유
무에 따라 유의한 집단 차를 보였다(t=6.044, p＜.01).

2.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폭식 및 자기낙담간 상
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3개의 주요 변인 간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4). 그 결과,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집단(n=225)에서는 우울과 폭식 행동(r=.300, p＜.01),
우울과 자기낙담(r=.606, p＜.01), 폭식행동과 자기낙담
(r=.331, p＜.01)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집단(n=71)에서는 우울과 자기낙담
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을 뿐(r=.576, p＜.01), 우울과 폭
식 행동, 폭식 행동과 자기낙담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3. 우울과 자기낙담에 영향을 미치는 폭식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우울, 폭식, 자기
낙담이라는 주요 세 변인이 유의한 상관을 보여 우울과 자
기낙담 간 관계에서 폭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
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먼저 1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우울이 종속변인인 자기낙담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약 37%였다(=.606,
t=129.228).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우울이 매개변인인
폭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고 그 설명력은 9%였다
(=.300, t=4.697).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Table 4. Correlation variables (diet experience nonexistence n=71)
Variable

t (p)
Depression
42.425±8.042
Binge eating
18.231±6.367
Self-discouragement 74.364±21.128

과

42.282±7.144
.040 (.968)
13.338±4.339
6.044 (.000)
70.817±21.806 1.224 (.222)

1
2
3

Depression
Binge Eating
Self-Discouragement

1

2

.222
.576**

.018

3

**p＜.01.

D yes: Diet experience existence, D no: Diet experience nonexistence.
Table 5. Mediation effect of binge eating (n=225)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diet experience existence n=225)
Variable
1
2
3
**p＜.01.

Depression
Binge Eating
Self-Discouragement

1

2

.300**
.606**

.331**

Step
3

1
2
3

Variable
D→SD
D→BE
SD→SD
D→SD

B



t

F

R2

1.591
.238
1.462
.543

.606
.300
.557
.164

11.368***
4.697***
10.140***
2.980**

129.228***
22.060***
71.337***

.367
.090
.391

**p＜.01, ***p＜.001.
D: Depression, BE: Binge Eating, SD: Self-Discour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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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종속변인이 자기낙담에 미치는 영향(=.557, t=
10.140)과 매개변인인 폭식이 종속변인인 자기낙담에 미
치는 영향(=.164, t=2.980)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두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9%를 보였다. 한편 매개
효과 검증의 필요충분조건인 3단계에서의 우울의 효과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의 효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부
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5).
우울과 자기낙담의 관계에 있어 폭식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
인인 우울이 매개변인인 폭식으로 가는 경로를 a, 매개변
수인 폭식이 종속변인인 자기낙담으로 가는 경로를 b라
하고 경로 a와 b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sobel test
값은 2.886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폭
식이 우울과 자기낙담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고 찰
현재 우리 사회는 과히 다이어트 열풍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체중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해 본 사람이라면 체중조절 과정이 결
코 쉽지 않음을 잘 알 것이다. 여러 활동 중에서 먹기와
대화하기는 가장 높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기에(Koo et
al., 2011),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즐거운 일을 의도적으
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특히 자신의 체형과 몸무게에 민감하
다고 알려진 여대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대
해 질문하였다. 더 나아가 다이어트가 폭식의 위험요인이
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
대생의 우울, 폭식 및 자기낙담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
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논의해 보려 한다.
첫째, 서울과 부산 지역의 여대생 296명을 대상으로 다
이어트 경험 유무를 질문한 결과, 296명의 여대생 중 225
명(76%)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이어트 경
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는 22
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중 조절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여자 대학생 중 77%가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Wardle et al., 2006)와 677명의 여자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 다이어트 경험이 있
다고 보고한 학생이 72.1%로 나타난 결과(Lee SH et al.,
2008)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나 대학생의 체형인식과 비만도에 따른 체중
조절 태도,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섭식 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Chin JH et al., 2005), 남녀 대학생 간 체형 인식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23%가 자신을 뚱
뚱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실제 과체중군의 분포비
율과 유사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36.6%가 자신을 뚱뚱하
다고 인식하였지만 실제 과체중군의 분포 비율의 3배 이
상이 자신의 체형에 관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체중조절에 민감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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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대생
은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다이어
트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30 직장인 여성의
다이어트 문화를 살펴 본 결과(Bae J, 2019)에 따르면 여
성의 신체 특히 직장인 여성의 신체는 사회활동에 적합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 암묵적인 강압 기제가 작동함으로 이
들의 다이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고 제안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 여성들에게 다이
어트는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우울, 폭식 및 자기낙
담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그 결과,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폭식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우울과
자기낙담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론에
서 다이어트가 폭식의 위험 요인이지만 다이어트와 폭식
간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기술하였
다. 그러나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폭식 행동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가 다이어트와 폭식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폭식행동의 위험요인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다이어트 경험 유무에 따라 우울, 폭식, 및 자기낙
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다이어트 경험이 없었던
여대생들은 우울과 자기낙담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반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은 우울과, 자기
낙담 및 폭식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국내에
서 자기낙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우울과 자기낙담
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Park EK, 2009), 자기낙담은 심
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요인(Park, 2017)으로 확인되
어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
이어트 경험이 없었던 여대생의 우울과 자기낙담은 폭식
행동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
은 우울이 자기낙담뿐 아니라 폭식 행동과도 유의하게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서 집단 간 차이에서 확인된
다이어트와 폭식 행동 간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drea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5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을 다이어트를 하지 않
은 사람보다 폭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두 배에서 3배가
더 높았다. 또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에게 확인
된 우울과 폭식 행동 간 관련성 또한 부정적 정서가 폭식
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Thompson et al.,
1990; Heatherton et al., 1991; Park HR, 2014;
Jeong MS et al., 2016; Lee SH et al., 2018)과도 일치
한다. 자기낙담이 스스로의 용기를 꺾어 버려 부적응과 관
련이 있는 것인 반면, 자기자비는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자기낙담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비록 자기낙담과 폭식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으나
자기자비와 폭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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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et al., 2014; Park HR, 2014; Lee S, 2019)은 자기
낙담과 폭식 간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우울, 폭식
행동 및 자기낙담 간 상관이 유의함을 토대로 우울과 자기
낙담 간 관계에서 폭식 행동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폭식 행동이 우울과 자기낙담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우울
은 자기낙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폭식 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낙담은 상황적 변화에 영향
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다(Park J et al.,
2017). Kim SM(2018)은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뚱뚱한
몸매로 인해 외모불안이 생기고 수치심을 경험하고 사회
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한 경우 살을 빼 날씬해
지기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체중감량에 실패하는 경우 자책감이나 실패로
인한 자신감 하락과 같은 이차적인 부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참고로 할 때 우울이라
는 부정적인 정서가 자기낙담과 관련이 있지만 폭식 행동
을 통해 자기낙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
구 결과는 자기낙담이 폭식에 대한 이차적인 부정적 정서
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폭식행동에 선행한
다는 보고가 많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와 폭
식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
서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던 폭식행동이 다이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여대생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자기낙담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다이어트 경험은 폭식행동과 관련
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기낙담이라는 심리적
인 변인에 초점을 맞춘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함
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
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고 폭
식이 자기낙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제안점을 지니고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
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대생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론에서 짧게 기술하였지만 최근
들어 남성들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따라서 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자기낙담 간의 관계에 있
어 폭식 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 여부
만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다이어트 시점과 횟수, 이유, 기
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보다 다
이어트와 적응 간 관계에 있어 좀 더 폭넓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이어트
의 유무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다이어트의 심각도에
따라 집단 구분을 하여 우울과 자기낙담, 폭식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의 우울과 자기낙담에서 폭식행동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우울과 폭식행동
과의 관계에 있어 우울과 폭식행동을 매개하는 또 다른 변
인들이 존재할 가능성(Lee S, 2019)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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