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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cognitive ag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is study gave a questionnaire survey to adults between the ages

of 17 and 76 who lived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s of South Korea. Data collected from the 296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and ANOVA.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ight training, skin care, hair care, make-up, and clothing selection). The cognitive

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

agement behaviors such as weight training and clothing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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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고정관

념을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행동

을 하게 된다. 또한 외모는 대인지각의 후광효과로 작

용하여 외모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능력과 같은 특

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행복

과 사회적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모

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외모를 가꾸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많은 비

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Kim, 2006). 외모의 중요

성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며 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einberg et al., 1995). 즉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인식

하게 되며 이러한 이상적 외모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

상적인 외모로 내면화하고,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

신의 외모와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내면화

된 미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외모관리행동을 취하

게 된다.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시장을 이해하는 데

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의 구매 동기나 행동을 이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실제 연령에 대한 대안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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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지연령이다. 인지연령은 개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나이로 자신의 실제 연령과 같을 수

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인지연령은 한 개인이 발달상

겪게 되는 경험의 영향을 받기에 실제 연령보다 그 개

인의 내적 상태와 행동양식 등을 더 잘 반영하므로 소

비자의 욕구와 그에 따른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Lee & Kim, 2000). 또한 선행연구에서 인지연

령을 젊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

게 평가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인지연령을

더 젊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인지연령은 심리

적 그리고 신체적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Baek,

2005). 이와 같이 인지연령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

며 그 사람의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기에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외모와 관련된 태도

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인들은

외모를 자신의 내면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

식하여 체중조절, 미용성형, 화장, 피부관리, 의복선택,

헤어관리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매체를 통해 접

하게 되는 이상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를 나

타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행동이 실제 연령보다는 인지연령에 따라 차

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지연령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소비자 행동 가

운데 본 연구와 같이 외모에 대한 태도 또는 행동과 관

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

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연령이 외모관리와 관련된

시장의 세분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 그리고 매

스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

식과 수용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실제 외

모관리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인지

연령과 실제 연령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통해 매체에 나타난 이상적 외

모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정도를 살펴보며, 다양한 외

모관리행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

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

의 관계를 알아보며, 인지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지연령

동일한 연령이라도 각자가 느끼는 나이에 대한 지각

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연령

을 인지연령(cognitive age)이라 하며 실제 연령과는 달

리 자신의 나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령을 의

미한다. 이러한 인지연령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지각하며 성인 초기에는 자신의 연령

과 비슷하게 지각하는 반면 성인 후기에는 나이가 많아

질수록 실제 연령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e & Kim, 2000; Montepare & Lachman, 1989; Seo

& Yoon, 2000). 인지연령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는 자기인식연령(self-perceived age), 주관적 연령(subjec-

tive age), 지각연령(perceived age) 등이 있으며 차이연

령(age differential)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더 젊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연령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을 실제보다 더 젊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연령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것으로 조사대

상자가 자신을 어느 연령대인 것처럼 느끼는지(feel age,

감성연령), 어느 연령대처럼 보이는지(look age, 외모연

령), 어느 연령대처럼 행동하는지(do age, 행동연령), 그

리고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와 비슷한지(inter-

est age, 관심연령)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된다. Ba-

rak(1987), Barak and Schiffman(1981), Chau et al.(1990),

그리고 Stephens(1991)가 사용한 측정문항도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척도에 기초한 것이다.

인지연령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실제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rk and Park

(2008)은 연령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태도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성형요인, 신체이미지 요인, 헤어요

인, 전체 외모관리행동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적을수록 성형수술, 헤어관리,

전체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신체이미

지인 몸매관리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

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며, 20대보다는 30대가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

석하였다. Kim and Cha(2006)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체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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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자의적 조작(성형, 몸매관리 등)에 대해 부

정적인 정도가 약하다고 하였다. Nam(2010)은 연령과

메트로섹슈얼 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

을수록 메트로섹슈얼 소비 경향(피부관리, 화장품 사용,

헤어관리 및 액세사리 구입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

Yoon(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여대생이 낮

은 여대생보다 외모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1)의 연구에

서도 4학년 여대생이 외모관리행동인 성형수술, 피부

관리, 체중조절, 화장 등을 모두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위해 다

양한 외모관리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Park

(2010)은 1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 외모관

리행동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을 살펴본

결과, 10대는 체중·체형관리, 피부관리, 의복스타일

순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는

체중·체형관리, 의복스타일, 피부관리 순으로, 30대는

피부관리, 체중·체형관리, 헤어스타일 순으로 나타났

다고 하였다. 40대는 의복스타일, 피부관리, 체중·체

형관리 순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의복스타일, 체중·

체형관리, 헤어관리 순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실제로 관

리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체중이 증가하고 피부의 탄력을 잃는 등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그에 맞는 외모관리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을수

록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나 20대 초반의 경

우 1학년보다는 4학년이 취업을 앞두고 외모관리행동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과 인지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Baek(2005)은 노인

의 연령지각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노인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은 인지연령에 의해

가장 많이 예측될 수 있으며 여기서 신체적 자기개념은

스포츠 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유연성, 지구력, 신체전

반, 체지방/날씬함, 건강, 자기존중으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인지연령이 외모관리행동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Jo(2009)의 연구

에서는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연령이 외모관리행동을 설명

하는 영향변인이라고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연령

이 낮을수록 의복선택, 메이크업, 피부관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헤어관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가운데 치아교

정과 모발이식 수술의 경우 인지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

은 집단에 비해 이에 관한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 and Yoo(2011)의 연구에서는 인지연령이 외모관

리행동인 피부/의복관리, 성형수술, 헤어관리와 부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피

부/의복관리, 성형수술, 헤어관리를 더 많이 하나 몸매

관리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는 개인의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능력 평가

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TV, 잡지 등

의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

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

게 함으로써 개인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외모 관련 태도는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미디

어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외모의 중요성 인식과 이상적 기준에 대한 개

인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Kim & Kim, 2010).

Heinberg et al.(1995)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를 측정하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

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

와 수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인의 외모

에 대한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에 대

한 영향력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

요성을 인지하는 인식 요인과 그와 같은 기준을 수용

하여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내면화 요인으로

구성된다. Lee and Oh(200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

여 이 척도가 한국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척

도인지를 검증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받아들일 만

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Lennon et al.(1999)은 사회비교

이론에 기초하여 외모와 관련된 미적 이상에 대한 사

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

조하는 미적 기준으로 내면화되며 그들이 창조한 외모

는 이러한 이상적 외모와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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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외모와 이상적인 외모

를 비교하게 되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모관

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Kim and Hwang(2008)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사람들

에게 외모에 대한 사회가치를 확산시키고 이상적 외모

규범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신체불만족

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

해 체중조절, 운동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의복행동인 개성추구, 신체보완,

사회적 인정 및 성적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Lee et al.(2001)의 연구가 있으며 의복선택, 체중조

절행동, 미용성형수술경험, 피부관리경험, 전체 화장

경험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3)의 연구, Jeon and Chung(2010)의 연구, 외모

관심과 관련이 있다는 Hong(2006)의 연구, Lee(2008)의

연구 그리고 메트로섹슈얼 소비(피부관리, 화장품사용,

헤어관리 및 액세사리 구입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Nam(2010)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Hwang and Yoo(2008, 2010)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체중관리, 의복

관리행동,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식, 내면화) 가

운데 내면화는 부정적 체중관리행동, 긍정적 체중관리

행동 및 의복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와 인식은 얼굴관리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헤어관리행동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Kim(2003)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

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회문화적 태도 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긍정적 태도 집단과 부정적 태도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인 집

단이 부정적인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

적인 외모관리행동(체중조절행동, 미용성형수술경험, 피

부관리경험, 전체화장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방법 가

운데 하나로 이를 통해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

업 등을 파악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외모는 사람의 다양한 특성뿐만 아니라 능력을 표현하

는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외모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외모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상

적인 외모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이상적인 외모와 자신

의 실제 외모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체

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의복선택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게 된다(Kim, 2003). Kim(2006)은 외

모관리행동을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

는 신체적 특성인 체격, 얼굴모습, 의복, 화장, 안경과

같은 액세사리, 건강상태, 체취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내면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고 하였으며 Lee(2004)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

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사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Woo(2005)는 20,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

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외모관리는

화장품 사용과 헤어관리였으며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외모관리는 체격관리였고 화장품 사용보다는 미용성형

을 더 경험하고 싶은 반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외

모관리는 체격관리라고 하였다. Park and Park(2008)은

20,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남성들은 대부

분 외모관리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며 가장 긍정적인 태도는 신체이미지 요인(몸매관리)이

었으며 피부 및 화장품 요인, 패션요인, 헤어요인, 성형

요인 순이라고 하였다. Kim and Park(2009)은 남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 인식 및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남자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외모관리행동은 패션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미용성형관리 순이라고 하였다.

Kim(2006)은 전문직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인 피부관리, 미용관리, 색조화장, 체형관

리, 일반관리 5요인 가운데 피부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Lee(2004)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체격관리, 피부관리, 화장품

사용, 헤어관리, 성형수술, 의복장신구 사용으로 구분하

여 조사한 결과 의복장신구 사용을 가장 많이 하였고 체

격관리, 헤어관리, 화장품사용, 피부관리, 성형수술 순

으로 경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Kim(2003)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에

– 759 –



98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7, 2012

대해 조사한 결과 체중조절을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쌍꺼풀수술은 전체 52.5%가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문 피부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화장 그

리고 머리염색 등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매우 적극적

으로 경험한다고 하였다. Kim(2001)는 여대생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화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다음

으로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순으로 많이 경험

한다고 하였다. Yoon(2007)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

관리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모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보통 수준(3.46)이었으며 세부적으로 피

부관리가 3.59, 헤어관리 3.41, 화장이 3.31, 미용성형이

3.33으로 나타나 피부관리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

모관리행동으로 몸매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수

술, 패션관리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한 변인에 따라 가장 많이 경험

하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인지연령을 측정하기 위해서 Kasten-

baum et al.(1972)이 개발한 4문항인 감성연령, 외모연

령, 행동연령, 관심연령을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

으며 Cronbach의 α값은 0.96으로 내적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연령은 조사대상자들이 자

신을 어느 연령대인 것처럼 느끼는지(감성연령), 어느

연령대처럼 보이는지(외모연령), 어느 연령대처럼 행동

하는지(행동연령), 그리고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의 관

심사와 비슷한지(관심연령)에 관해 기입한 나이의 평

균을 의미한다. 차이연령은 실제 연령에서 인지연령을

뺀 값으로 차이연령의 값이 클수록 실제 나이보다 자신

을 더 젊게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He-

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Sociocultural Attitudes To-

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사회문

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로 이루어진 14문항을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며 내면화는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

한 인식 5문항, 내면화 6문항이 분석되었으며 인식의

경우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값이 0.85,

내면화의 경우 0.69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Jeon and Chung

(2010)이 사용한 체형관리 5문항, 피부관리 4문항, 헤

어관리 6문항, 메이크업 4문항, 의복선택 5문항을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이나 다

이어트, 일상적으로 행하는 피부관리, 헤어관리, 메이

크업, 그리고 체형보정을 위한 의복선택 및 착용행동

(예, 최신유행 의복 구입, 결점 보완을 위한 의복스타일

선택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이 제외된 체형관리 4문항, 피부관

리 4문항, 헤어관리 6문항, 메이크업 3문항, 의복선택

5문항이 분석되었으며 Cronbach의 α값은 0.65, 0.62,

0.78, 0.58, 0.76인 것으로 나타나 메이크업의 문항의 경

우 신뢰도가 좀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여부, 학

력, 월 평균 수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300부

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총 296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조

사대상자의 연령은 10대가 5.1%, 20대가 36.3%, 30대

가 21.6%, 40대가 26.9%, 50대 이상이 10.1%였으며, 결

혼여부는 기혼이 51.7%, 미혼이 48.0%이었으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1%, 고등학교 졸업이 41.2%, 전

문대학 졸업이 16.0%,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7%로 나

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6.6%, 200~

300만원 미만이 22.5%, 300~400만원 미만이 20.4%,

400~500만원 미만이 12.5%, 500만원 이상이 18.0%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 결혼여부, 학력, 소득 수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 for Window가 사용

되었으며,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

bach의 α값이 산출되었다. 실제 연령, 인지연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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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인(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

의 정도와 내면화 및 외모관리행동을 어느 정도 수행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연령

대별로 실제 연령, 인지연령, 차이연령,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인지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

모관리행동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실제 연령, 인지연령 및 차이

연령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10/20대

의 경우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30대 이후에는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낮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높

게 지각하는 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실제 연령보다 인

지연령을 더 낮게 지각한다고 한 Lee and Kim(2000),

Seo and Yoon(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에 관

한 평균을 산출한 결과, 내면화보다 인식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외모에 대한 인식 정도가 수용 정도보다 더 높

은 것으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과 외모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에 인식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이상적 외모를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정도는 더 적게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인식과 내면화 정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인식의 경우는 10/20대와 30대 여성이 40대,

50대 이상의 여성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연령층의 경우 매스미디어에 의

해 전달되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더 많이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화의 경우 40대에 비해 10/20대,

30대, 50대 이상 여성의 내면화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그리고 신체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

상적인 외모의 중요성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정

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모관리행동 다섯 변인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한 결

과 피부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

의복선택, 모발관리, 체형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외모관리행동 가운데 어느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

는 가를 살펴본 결과, 10/20대와 30대의 경우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 순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40대

의 경우 피부관리, 메이크업, 모발관리 순으로 그리고

Table 1. Means for ag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

cording to age groups

Variable Total 10/20s 30s 40s over 50s F value

Age

Actual age 34.63 23.28
a

34.61
b

44.46
c

54.60
d

979.33***

Cognitive age 31.78 25.44
a

33.06
b

36.77
c

41.19
d

70.64***

Age differential 2.88 −2.15
a

1.60
b

7.69
c

13.41
d

56.34***

Attitude
Awareness 4.36 4.61

b
4.39

b
4.07

a
4.10

a
9.13***

Internalization 3.34 3.67
b

3.38
b

2.80
a

3.41
b

11.68***

Behavior

Weight training 2.57 2.48
a

2.65
a

2.47
a

3.03
b

3.32*

Skin care 4.01 3.99 4.13 3.90 4.13 0.81

Hair care 3.28 3.26
a

3.25
a

3.16
a

3.74
b

2.28*

Make-up 3.58 3.69 3.60 3.36 3.73 1.37

Clothing selection 3.34 3.56
b

3.33
a

3.03
a

3.44
b

4.11**

*p<.05, **p<.01, ***p<.001

abc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subcripts differ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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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의 경우 피부관리, 모발관리, 메이크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피부관리와 메

이크업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40대 이후

에는 모발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형관리, 모발관리 및 의복선

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체

형관리와 모발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발이

빠지고 체형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선택에 있어서는

10/20대와 50대 이상의 여성이 30대, 40대 여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20대의 경우 패

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며 50대 이상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체형의 변화를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의복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연령대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

Park(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인식의 경우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의 경우 모든 외모관리행동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다시 말

해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인식은 피부관

리, 메이크업, 의복선택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을 더 많이 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면화를 더 많이 할수록 체

형관리, 피부관리, 모발관리, 메이크업 및 의복선택 등

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스미디어에

의해 날씬하고 매력적이며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이 추

구해야 하는 가치로 수용하는 여성일수록 이를 위해 외

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3)과 Jeon and

Chung(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외

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인식의 상관계수와 내면화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볼 때 내면화의 상관계수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기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평가기준

으로 수용하는 여성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

리행동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10, 20대 여

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인지는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ge group/attitud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ight training Skin care Hair care Make-up Clothing selection

Total
Awareness 0.11 0.13* 0.09 0.20*** 0.30***

Internalization 0.28*** 0.21*** 0.36*** 0.38*** 0.50***

10/20s
Awareness 0.09 0.14 0.03 0.12 0.13

Internalization 0.29*** 0.18* 0.38*** 0.28** 0.45***

30s
Awareness 0.02 −0.14 0.03 0.14 0.22

Internalization 0.13 0.06 0.25* 0.41*** 0.37***

40s
Awareness 0.19 0.24* 0.27* 0.27* 0.38***

Internalization 0.46*** 0.41*** 0.46*** 0.43*** 0.55***

over 50s
Awareness 0.37* 0.23 0.09 0.27 0.39*

Internalization 0.30 0.10 0.36 0.42** 0.4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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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내면화

는 모든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

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0대

여성의 경우 인지는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반면 내면화는 헤어관리, 메이크업 및 의복선

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

인지와 체형관리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

해 더 많이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인지는 체형관리와 의복선택과, 그리고 내면화는 메이

크업과 의복선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

관리행동 간의 관계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

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실제 연령과 인지연령은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식과 내면화)와 부적인 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 가운데서는 체형관

리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의복선택과는 부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실제 연령 또는 인

지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

으며 의복선택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실제 연령 또

는 인지연령이 높을수록 체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를 중요시하고 이

상적인 외모를 갖추는 것을 원하며 의복에 대한 관심

특히 유행하는 의복착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형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몸매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Park and Park(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에 있어서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연령보다는 인지연령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생

각된다.

연령대별로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10/20대 여성

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고 지각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g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

agement behaviors

Age

Attitude A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ware-ness Internalization
Weight 

training
Skin care Hair care Make-up

Clothing 

selection

Total

Actual −0.26*** −0.22*** 0.13* −0.01 0.06 −0.08 −0.13*

Cognitive −0.28*** −0.29*** 0.15** 0.03 −0.01 −0.04 −0.21***

Differential −0.06 0.01 0.02 −0.04 0.08 −0.06 −0.03

10/20s

Actual −0.16 −0.09 0.12 −0.09 −0.13 −0.12 −0.10

Cognitive −0.09 −0.14 0.16 0.02 0.06 0.16 0.04

Differential 0.01 0.09 −0.10 −0.07 −0.12 −0.22* −0.09

30s

Actual 0.08 0.06 −0.08 −0.12 −0.04 −0.23 −0.06

Cognitive −0.22 −0.22 0.37** 0.10 −0.06 −0.05 0.24

Differential 0.23 0.22 −0.37** −0.16 0.04 −0.07 0.18

40s

Actual 0.09 0.01 0.03 0.04 0.05 0.07 0.10

Cognitive −0.01 −0.27* 0.01 0.10 −0.09 −0.11 −0.23*

Differential 0.04 0.27* 0.12 −0.08 0.10 0.14 0.27*

over 50s

Actual 0.18 0.35 0.40* 0.07 0.34 0.08 0.16

Cognitive −0.36* −0.08 −0.24 −0.22 −0.25 −0.11 −0.33

Differential 0.45* 0.29 0.47** 0.25 0.44* 0.15 0.4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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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성숙하다고 느낄

수록 성숙하게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대의 경우 인지연령을 높게

지각할수록, 실제 연령과 인지연령의 차이(차이연령)가

더 적을수록 체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고 인식할수록 그리

고 실제 나이와 인지연령의 차이가 적을수록 체형관리

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40대의 경우 인지연령

이 낮을수록 차이연령이 클수록 내면화와 의복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더 젊다고 인식할수록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

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더 내면화하

고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관리

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기에 의복을 통해 이러한 이

상적인 외모에 근접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50대 이

상의 경우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차이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의 중

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체형관리와 의복선택을 더 많

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연령이 낮을수

록 또는 차이연령이 클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더 많이 인식하며 체형관리, 모발관리 또는 의

복선택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더 가꾸는 것을 의미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

상으로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

모관리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며, 인지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

20대의 경우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높게 지각한

반면 30대 이상의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연령

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내면화보다 인식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본 결과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의복선택, 모발관리, 체형관리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대별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체형관리, 모발관리 및 의

복선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체형관리, 모발관리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50대

이상과 20대 여성의 경우 의복선택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인식의 경

우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과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의 경우 모든 외모

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대별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

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0, 20, 30대의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지

는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인지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연령과 인지연령

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 가운데서는 체형관리와는 정

적 상관관계가, 의복선택과는 부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령대별로 연령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10/20대의 경우 자신의 실제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30대의 경우 인지연령을 낮게 지각할수

록, 실제 연령과 인지연령의 차이가 더 많을수록 체형관

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인지

연령이 낮을수록 차이연령이 클수록 내면화와 의복선

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의 경

우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

하고 있으며 차이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체형관리와 의복선택을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은 젊고 날씬하

며 서구화된 신체모습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이상적 외

모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

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인지연령이 체

형관리, 모발관리, 의복선택,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 20, 30대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평가기준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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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

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외모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

며 또한 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 경우 그 영향력과

왜곡된 정보전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인지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가 더 높게 나

타났기 때문에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에 인지연령이 시장세분화 변인

으로 그리고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

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에 따

라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

리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외모관리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차이를 상품개발 및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체형관리와 모발관

리를 가장 많이 하며, 또한 50대 이상 여성 가운데서도

차이연령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같

은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연령

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을 측

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

이 철저하게 검증된 측정도구가 없기에 이러한 도구가

개발될 경우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

나 이러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외모관

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되었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

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

행됨으로써 좀 더 확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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