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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의 신체 황금비율과 비만

최 승 회 (한국항공대학교)

이 금 원 (한국항공대학교))

김 용 헌1(한국항공대학교))

유 영 진 (한국항공대학교)

그리스의 수학자 에우독소스(Eudoxos, BC408∼BC355)가 처음으로 사용한 '황금비율(Golden ratio)'은

건축, 예술, 사회, 자연 등 여러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의 미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는 황금비율과 함께 비만(Obesity)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신, 상반신, 그리고 하반신에 대한 황금비율을

조사하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만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만도(Obesity degree), 복부지방률

(Waist-hip ratio)과 체지방률(Percent body fat)을 이용한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징에 따라 신체

의 황금비율과 비만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고, 신체에 대한 황금비율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1. 서 론
1)

선분 위의 한 점을 이용하여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선분 전체 길이(s+l), 나누어진 선분의

긴 길이(l)와 짧은 길이(s)가

        

을 만족하면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비를 황금비율(golden ratio)이라고 한다. 황금비율   은

      을 만족하므로  


이다. 따라서 황금비율은

   


   


 

을 만족하므로 근사적으로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을 파이()

로 나타낸다. 기원전 460-430년에 살았던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 페이디아스(Phidias)는 자신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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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종종 황금분할을 표현하여서 이름의 첫 문자를 따서 를 사용하였다. 나누어진 선분의 긴 길이

(major)와 짧은 길이(miner)의 비   

는 이차방정식    을 만족한다. 자연의 패턴을 표

현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피보나치 수열              ∈에서 두 인

접한 항의 비를 표현한 수열    

   가 수렴하는 값도 황금비 이다.

황금비율의 근삿값으로 표현된 명함, 담뱃갑, 신용카드, 컴퓨터의 와이드모니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물의 조화는 일정한 비를 만족할 때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안

정감을 줄 수 있는 조화의 비를 연구하여 황금비율이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비라는 것을 발견하였

고, 고대 서양 예술가들은 그림, 조각상, 꽃병, 건물 등 각종 예술작품에서 황금비율을 적용하였다.

<그림 1> 밀로의 비너스

<그림 1>에서 소개된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에서는 머리의 길이와 어깨∼배꼽의 길이 비율이 1대

1.618이다. 또 상반신(머리∼배꼽)과 하반신(배꼽∼발끝)의 비율, 하반신에서 무릎을 기준으로 한 양

쪽 비율도 같은 수치이다. 바로 이 비율(1대 1.618)이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비

율, 즉 '황금비'이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 석굴암 본존불, 밀로의 비너스,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 세계

적 문화유산들은 제작 시기나 제작자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황금비'(1대1.618, 또는 5대8)’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오늘날 성형외과 의사들도 문명과 인종에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황금비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왼쪽 뺨 끝에서 오른쪽 뺨 끝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턱 끝에서 머리끝까지의

비율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비율이 1대 1.618이라고 말한다. 즉,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떤 대상이

이 황금비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아름답다는 인상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객관주의적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다이앤 애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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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lay(2004)는 미국대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키/배꼽높이를 조사하여 미국 대학생들의 신체구조가

황금비율을 만족한다고 하였다(평균 1.618). 장대흥(2006)은 한국대학생 128명에 대한 키/배꼽높이를

조사한 후 실험에 참석한 학생들을 황금비율에 가까운 집단(평균 1.618)과 황금비율을 만족하지 않는

집단(평균 1.71)으로 구분하였다.

외모와 신체에 대한 태도나 느낌을 표현하는 신체상(body image)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비만(obesity)이다(O, Brien, 1980).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 시작되어 근대의 루벤스나 르느

와르의 작품에서 소개된 풍만한 여인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듯 과거에는 풍만한 육체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 시대에는 인간의 미적 기준은 날씬한 배와 군살 없는 팔다리로 바뀌었다(이은희). 오늘날 외

모나 비만의 정도는 사회적인 대우와 직업의 보수와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외모 관리에 물질과 시

간을 바치고 있다(Viren). 또한 비만은 단순히 신체상의 문제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였다. 체형에 따라 비만은 상

반신비만, 하반신비만, 복부비만 등으로 분류된다(한정미).

본 연구에서는 H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33명과 여학생 30명 대상으로 전신황금비율, 상체황금

비율, 하체황금비율을 조사하고, 신체 측정기구인 인바디(Inbody)로 측정한 비만도, 체지방율, 복부지

방률을 이용하여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였다. 황금비율과 비만에 대한 차를 비교하

기 위하여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황금비율과 비만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2010년 5월 13일과 20일 이틀 동안 H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63명(남자 33명, 여자 30)을 대상으

로 신체측정 기구인 인바디를 이용하여 비만을 조사하고, 3명의 학생들이 비트루비우스의 신체비례

에 근거하여 실험에 참석한 학생들의 황금비율을 직접 조사하였다.

나. 측정방법

비트루비우스의 신체비례에 따라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황금비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전신황금비율은 키/배꼽높이 비를 사용하였고,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은 (어깨-배꼽)/(키-어깨)높

이 비와 (배꼽-무릎)/무릎높이 비를 각각 이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만을 측정하기 위하

여 (주)바이오스페이스에서 제공한 인바디를 이용하였다. 신체측정 기구에서 제공된 자료중 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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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을 이용하였다. 비만도(od)는 실제체중(aw)을 표준체중(sw)으로 나눈 것에 100

을 곱한 것  


×으로 비만도가 90∼110은 정상, 110∼120은 과체중, 120 이상은 비만으

로 정의한다. 체중(w)에서 지방(f)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체지방률   

×이

15~20%인 남성과 20~25%인 여성은 정상이다. 허리(wc)와 엉덩이(hc)의 둘레비인 복부지방률

   
 은 0.9이상인 남성과 0.85이상인 여성을 복부비만(abdominal obesity)이라고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미니탭(Minitab)을 이용하여 황금비율과 비만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 분석방법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분포는 19세부터 26세로서 평균 22.1(남 23.5, 여 20.6)이다. <표 1>은

남자와 여자, 전체에 대한 황금비율과 비만에 대한 측도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복부지방률, 체지방률, 그리고 비만도에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만이 아님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학생들과 다르게 여학생들의 체지방률은 정상적인 범위 이상 이였다. 사실

참여 여학생 중 5명만이 체지방률의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

측정변수 여성 남성 전체

복부지방률 ± ± ±

체지방률(%) ± ± ±

비만도(%) ± ± ±

상체 황금비율 ± ± ±

하체 황금비율 ± ± ±

전신 황금비율 ± ± ±

<표 1> 황금비율과 비만도의 통계량

전체 학생에 대한 상체, 하체와 전신황금비율은 1.618보다 작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Atalay(2004)

와 장대흥(2006)의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은 남성의 황금비

율보다 보다 크고(p-값=0.01), 여성의 전신황금비율은 남성의 황금비율보다 작음(p-값=0.00)을 t-검정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가족의 신체, 연령, 혈액형)에 따라 비만을 비교하였으나 복부지방률

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음을 분산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2>에서 23세 이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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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복부지방률이 22세 이하 학생들의 복부지방률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p-값=0.02).

<그림 2> 나이에 따른 복부지방률 <그림 3> 나이에 따른 하체황금비율

비만과 동일하게 신체의 황금비율을 참여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였다. 학생들의 특성은 전

신과 상체황금비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그림 3>과 같이 하체황금비율은 학생들의 나이와

혈액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림 4>는 22세 이하의 학생들과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하체황

금비율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p-값=0.02).

<그림 4> 혈액형에 따른 하체황금비율 <그림 5> 상체와 전신황금비율 간 산점도

비만과 황금비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여학생을 비만도가 정상인 학생과 과체중인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나 정상인 학생들의 전신황금비율(1.313)이 과체중인 학생들의 비율

(1.189)보다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 정상인 학생의 비율(1.4287)이 과체중인 학생(1.3869)과 비만인 학

생들의 비율(1.3904)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p-값=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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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체중에서 지방의 수치를 표현하는 체지방률

( )과 복부지방률( )이 표준체중에 대한 실제체중의 비를 표현하는 비만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p-값=0.00),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얻었다.

     
   (2.1)

여기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회귀방정식 (2.1)은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이 증가하면 비만도

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은 전신황금비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p-값=0.01). 그러나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은 서로 선형관계가 없음을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확

인하였다(p-값=0.19).

<그림 6> 하체와 전신 황금비율 간 산점도  <그림 7> 복부지방률과 하체황금비율 간 산점도 

회귀분석은 전신황금비율( )과 상체( )와 하체황금비율( )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p-값=0.00, 
 =0.38).

      (2.2)

회귀방정식 (2.2)에서 배꼽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와 무릎에서 배꼽까지의 높이에 대한 회귀계수의

부호가 같다는 것은 전신 황금비율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가 일정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두 가지 기준인 황금비율과 비만의 관계를 <그림 7>과 <그림 8>

그리고 <그림 9>는 보여준다. 다음 그림에서 하체황금비율( )이 커지면 복부지방률()과 비만도

()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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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만도와 하체황금비율 간 산점도 <그림 9> 체지방률과 전신황금비율 간 산점도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도된 두 회귀방정식

    (p-값=0.001,
 =0.16)

와

    (p-값=0.005, 
 =0.11)

로부터 하체황금비율에 따라 복부지방률과 비만도를 예측할 수 있다. 복부지방률과 비만도와는 다르

게 체지방()은 전신황금비율( )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p-값=0.000, 
 =0.29)

과 같다.

비록 비만과 황금비율에 대한 연관성을 유도하였지만, 회귀모형에서 주어진 회귀방정식의 결정계

수가 높지 않으므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비만도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비만도

를 전신황금비율과 복부지방률의 함수로 표시하면

    (p-값=0.000, 
 =0.64)

와 같으며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향상됨을 볼 수 있다. 즉, 전신 황금비율이 황금비율인 1.618에 근

사 하고 복부 지방률이 감소할수록 비만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신체의 황금비율과 비만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33

명과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전신황금비율과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을 조사하고, 신체 측정기계인 인

바디를 이용하여 비만도, 복부지방률과 체지방률을 이틀 동안 조사하였다.

전신황금비율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상체와 하체황금비율도 1.618보다는 작았다.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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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여학생의 전신황금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신체에 대한 황금비율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여학생중 5명을 제외한 여학생은 체지

방률이 정상범위를 넘었고, 복부지방률은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았다. 참여 학생

들의 특성에 따라 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의 비만도를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을 이용하여 회귀방정식로 표현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상체와 하체황금비율이 전신황금비율에 유사한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복부지방률과 비만도는 하

체황금비율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전신황금비율이 증가하면 감소함을 보였다. 그리고 비

만도는 전신황금비율과 복부지방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였다.

본 연구는 20대 초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비만과 황금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결

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을 대상으로 비만과 황금비율의 관계를 조사하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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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en ratio which was started to be use by Eudoxos, Greek mathematician, is being used as a 
tool to explain beauty in various fields like architecture, art, society, nature and so on. In addition, people 
not only use the golden ratio, also use obesity to consider a standard of beauty . This study's subjects are 
students of H university. We researched their Golden ratios of their whole body, upper body and lower 
body. Also, to research their obesity levels, we used Obesity degree, Waist-hip ratio and Percent body fat. 
According to different features of the subjects, we study differences between the golden ratio and obesity 
and how the golden ratio of body affects obes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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