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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direct and indirect causal relationship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ed to appearance

effect appearance evaluation, body area satisfaction, appearance orientation, and self-esteem that are vari-

ables involved in body images. This paper is expected to empirically suppor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path and the relative influence among related-variables and their relational structures. A survey was con-

ducted on 230 women from the ages of 20 to 29 who live in Daegu and Gyeongbuk areas. The data analy-

sis was performed through programs such as AMOS 19.0 and SPSS 19.0 for Window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ocultural values relating to appearance affect directly body image - appearance eva-

luation, body area satisfaction, and appearance orientation. Appearance evaluation and appearance orienta-

tion were influenced positively; however, body area satisfaction received egative effects. In addition, socio-

cultural values related to appearance exert relatively stronger influence on appearance orientation. Second,

among body images, appearance evaluation and body area satisfaction directly effect self-esteem; however,

appearance orientation did not show any direct influence. Appearance evaluation influenced relatively hi-

gher on self-esteem. Third, it appeared that appearance evaluation  directly affected Appearance orientation.

Forth, sociocultural values related to appearance affect self-esteem through body images-appearance evalua-

tion, body area satisfaction, and appearance orientation - as mediators. This confirmed the mediator role of

body image between  sociocultural values related to appearance and self-esteem.

Key words: Internalization, Body image, Body area satisfaction, Self-esteem; 내면화, 신체이미지, 신체

만족도, 자아존중감

I. 서 론

현대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가꾸기 위한

행동이 사회적 현상으로 특징되어질 만큼 외모가 점점

강조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의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름다운 신체적 외모는 대인지각의 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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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halo effect)로 작용하여 개인의 능력, 사회적 지위

와 같은 다른 특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행

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가치의 영향을 받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또한 사회적 미를 이상화함으로 신체적 외모에 대

한 불만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의 부정적인 감정 상

태를 발생시켜, 자신의 평가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유

발하기도 하며(Stice et al., 1994), 섭식장애, 우울 등과 같

은 정신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Choi & Cheon,

2007; Lim & Kim, 2009).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자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체외모

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만족도

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기 외모에 대한 긍

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반면

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감을 없애

고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Hong, 2006a; Kim & Hwang,

2008; Lee, 2008)고 하였다. Kim and Hwang(2008)의 연

구에서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가 신체만족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im et al., 2009)고 하

였으며,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Lee(2008)

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높은 집단이 외모지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내면화 수

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상적인 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

체에 더욱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ice & Shaw, 1994).

또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신체이미

지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Hong,

2006a; Hyeon, 2007; Lee, 2003)고 하였으며, 신체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Secod & Jourard, 1953). Hyeon(2007)의 연구결

과에서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인 외모지향성과 신

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Lee(2003)의 연구에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

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대부분 자

아존중감과 관련된 원인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 신체이미지 등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로 대부분

이 연구별 특성에 따라 단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위의

변인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드물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

느 변인이 더 큰지 불명확하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

내면화가 경향이 클수록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Hong, 2006a), 20대 성인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구조를 설명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2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

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변인인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타당한

것인가를 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신체이미지가 다시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관

련 변인에 미치는 경로와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관계구

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신체

이미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대중매체

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각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

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함

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우

리 문화에서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대중매체를 통

해 강화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

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

관에 영향을 미친다(Heinberg et al., 1995). 또한 이렇게

형성된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의 신체모습

들과 비교하게 하고, 외모와 신체에 대한 느낌을 더욱 의

식하게 하며(Featherston, 1991), 개인의 신체평가나 신

체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usumano &

Thompson, 1997; Thompson & Heinberg, 1999). 이와 같

이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에서 전달되어 보여주는 이미

지와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라 자신의 신체외모를 평가

하고 있다.

Harrison and Cantor(1997)는 마른 연예인들이 출현하

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여성들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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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여성들에 비하여 마른 몸매를 미의 기준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발견하고, 대중매체 노출과 날

씬해지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Posavac et al.(1998)은 패션잡지를 많이 본

여성일수록 자신의 체중에 불만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많은 연구들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획득함으

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체이미지와 신체외모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관련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Halliwell & Dittmar, 2005; Keery

et al., 2004; Ricciardelli et al., 2003).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부정적 영향력, 즉 신체이미지 평가

와 외모불안, 우울감 등의 감정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Birkeland et al., 2005).

Thompson and Heinberg(1999)는 이상적인 외모의 사

회문화적 기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

중매체와 신체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사

회비교이론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회비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

이나 평가, 비교기준에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

라 감정, 인지, 행동의 방향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에서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

은 대중매체를 통해 강화되고,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

지는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개

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때 개인은 신체에 대

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다. 즉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대

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

라 사회적 산물에 불과한 이상적 아름다움을 토대로 자

신의 신체외모를 판단하고 내면화가 형성되면, 이상적

외모와의 비교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 및 부정적

인 평가를 하게 된다. 신체만족은 신체적 특성에 대해 스

스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서, 자신의 외모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회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Lee,

2006).

2.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관해서 갖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체를 나타내는 집합개념이며(Fisher, 1986), 외

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고, 환경으

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

되며, 성별, 연령,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또 신체이미

지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주관적인 것

이므로 왜곡되기 쉽다.

신체이미지는 체중, 그리고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각

부분들의 생김새와 의복과 화장 같은 신체적 외모를 결

정하는 신체의 다른 면들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첫째, 지각적인 부분으로 이는 신체이

미지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정도를 말하며 둘째, 주관

적인 부분으로 만족, 관심, 인식, 열망, 불안 등과 같은

태도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또한 주관적인 부분은 감정

적, 인지적/행동적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어 태도적 신

체이미지의 집합체를 이룬다(Stormer & Thompson, 1996).

셋째, 행동적인 부분으로 의복이나 화장, 체중조절행

동 등과 같은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경험과 함께 섭식

행동과 같은 회피행동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신체이

미지 개념구조는 다차원적이며, 이러한 개념구조로 인

해 신체이미지로의 좀 더 세부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이미지는 Cash(1990)가 개발한 신체-

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Questionnaire: MBSRQ) 중 감정적 차원의 측정도구로 알

려져 있는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 두 가지 척도와 인지

적/행동적 차원의 척도로 알려져 있는 외모지향성 척도들

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Hong,

2006a; Hyeon, 2007; Koh & Lee, 2004)에서 신체이미지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 변인으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정된 도구이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 가치와 자기 수용 정도

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서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로 긍정적인 태도

를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

기 거부, 자기 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

출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발전과 증진을 기대하

며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표출하게 된다. Secord and

Jourard(1953)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자

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체외모에 만족하

면 자아존중감도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

에 대해 만족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도 높다고 하였다.

즉 자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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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고양시키는 반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감을 없애고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이미지는 개인

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았다(Chung, 2003; Len-

non & Rudd, 1994).

Rosenblum and Lewis(1999)는 외모만족과 자아존중

감 관계에서 자신의 외모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여학생

들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도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Befort et al.(2001)은 신체이미지 향상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Mendelson et al., 2002). Baumeister

and Tice(1985)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

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좋은 자질에 주목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좋지 못한 자질에 주

목하고 그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더 긍정

적으로 보고 자기에 대한 확신감도 크고, 이런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나 확신감은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심리적인 행복감이나 만족을 가져오는 기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

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

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Chung, 1991).

따라서 긍정적 자기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유

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가진 사람

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긍정적

인 자기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목표 설정과 노력에 있어

서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대중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내재화할수록 사

회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되고, 사회적

기준과 비교함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차이를 느낄 때 신

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며,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

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

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는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

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

지향성)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문제 3. 외모평가는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는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

모지향성)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인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문항

으로 다시 수정·보완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

까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29세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0부

를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는 Heinber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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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이 제작한 SATAQ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

중매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식에 대한 문항(SATAQ-A)

과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재화한 것을 의미

하는 내면화에 대한 문항(SATAQ-I)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노출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상적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재화하는 것이 신체

만족도와 같은 신체이미지를 보다 더 설명한다고 보고

함(Stice & Shaw, 1994)에 따라 내면화 요인을 연구변

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

증된 문항들과 예비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문항과 요

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6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

도로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으로

나타났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에서

외모평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을 의

미하고, 신체만족도는 신체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

정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외모지향성은 신체에 대한 의

식과 관심, 중요성을 의미한다.

척도는 Cash(199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

원척도(MBSRQ)에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하위척도

들을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외모평가 3문항, 신체만족도 3문항, 외모지

향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사

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2, .66, .80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6개의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AMOS 19.0 과 SPSS 19.0 for Win-

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으며,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

ating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2. 측정모형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

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정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모형부

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부합도 기준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Internalization 1

Appearance evaluation .188** 1

Body area satisfaction −.251*** .312*** 1

Appearance orientation .553*** .234*** −.193** 1

Self-esteem .068 .492*** .246** .181*** 1

Total (N) 249 249 249 249 249

Mean 3.76 3.14 2.64 3.77 3.90

S.D .73 .73 .79 .65 .58

Skewness −.44 −.05 −.07 −.61 −.44

Kurtosis −.27 −.16 −.26 .67 .5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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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의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와 외모평가의 상관계수(r=

.26, p<.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내면화와 신체만족

도의 상관계수(r=−.36, p<.0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며,

내면화와 외모지향성의 상관계수(r=.66, p<.001)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평가와 자아

존중감의 상관계수(r=.61, p<.0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고,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r=.28, p<.01)

도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외모지향성과 자아존중감의 상

관계수(r=.21, p<.01)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외모평가와 외모지향성의 상관계수(r=.29,

p<.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

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이면 잠재변

수 간의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인을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이 되는 것이 없으므로 변별적 타당도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표변수 간의 설명량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부하량이 평균 .6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렴적 타당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델 결과 수렴적

타당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원래 측정하고자 한 잠재요

인을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모델 하의

모든 잠재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

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

정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

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 구조모형의 부합도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측정모형의 모델부합도

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에 따라 연구모형

인 구조회귀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모형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

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연구모델 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추정결과는 <Table 4>

와 같다.

1)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외모평가에

Table 2. Measured model fit

NPAR CMIN DF p CFI TLI
RMSEA (.08)

LO90 HI90

58 582.91 242 .000 .95 .93 .07 .08

Fig. 2. Measu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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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8, p<.01).

이것은 외모에 대한 이상적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

로 수용하게 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만족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2, p<

.001). 이는 대중매체로 인한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경

향이 클수록 사회적 기준이 자신의 비교기준이 되며, 비

교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

에 대한 감정적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록 여성들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Kim

and Hwang(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상적인 신체이

미지에 대한 내면화가 클수록 특히 20대 여성의 신체만

족도가 낮다는 Hong(2006a)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개인은 대중매체에서 전달된 사회적 기준을 내

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한다(Kaiser, 199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외모지향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92, p<

.001). 이러한 결과는 Hyeon(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면 미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관심

과 중요성,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능동적인 성

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외모지향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신체만족도, 외모평가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이상

적인 외모를 추구하고 내면화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신

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Lee(2008)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으며, 신체이미지는 실제 신체비만도보다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사회문화적 태도에 더 영향을 받

아 외모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형성되고 만

족도가 결정된다고 한 Hong(2006a)의 연구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집단을 연구한 Hyeon(2007)

의 결과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지

향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신체만족도에는 부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신체이미지에

Table 3. Research structural model fit

NPAR CMIN DF p CFI TLI
RMSEA (.08)

LO90 HI90

55 619.99 245 .000 .93 .91 .07 .08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Parameter
Unstandardized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E. C.R.

Internalization → Appearance evaluation  .22 .06 2.78**  .23

Internalization → Body area satisfaction −.39 .09  −4.12*** −.37

Internaliz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45 .08    5.92***  .63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11 .05   2.15**  .15

Appearance evaluation → Self-esteem  .40 .07    5.80***  .56

Body area satisfaction → Self-esteem  .11 .05   2.05**  .16

Appearance orientation → Self-esteem  .09 .08  1.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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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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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어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외모와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Lee, 2008).

2)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이미지

외모평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t=5.80 p<.001), 신체만족도도 자아존

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1). 이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신체에 주

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평가가 긍정적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Hyeon,

2007)와도 일치하고, 더불어 신체이미지가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지지하고 있다(Davison &

McCabe 2005).

외모지향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수준 p<.05에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

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

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외모평가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

honey and Finch(1976)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외모평

가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

며, Hong(2006b)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

이 큰 변수로, 자신의 외모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할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으로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외모지향성에 대한 외모평가

외모평가는 외모지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t=2.15, p<.05). 이것은 신체이미지 중 외

모평가가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신

의 외모를 평가를 할수록 더욱 더 신체적 외모에 열중

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Koh and Lee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 직·간접효과 분해

구조회귀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

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직·간접효과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면화→외모평

가, 내면화→신체만족도, 내면화→외모지향성의 경로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

체이미지에 대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직접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보면, 외모

평가→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자아존중감의 경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지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path

Internalization → Appearance evaluation  .23 .23** -

Internalization → Body area satisfaction −.37 −.37*** -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15   .15*** -

Body area satisfaction → Self-esteem  .16  .16** -

Appearance orientation → Self-esteem  .09 .09 -

Internaliz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66  .63***  .03**
  ·Internalization →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Appearance evaluation → Self-esteem  .57  .56*** .01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 Self-esteem

Internalization → Self-esteem  .13 -  .13*

  ·Internalization → Appearance evaluation

→ Self-esteem (.13)

  ·Internalization → Body area satisfaction

→ Self-esteem (−.06)

  ·Internalization → Appearance orientation

→ Self-esteem (.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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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에 대해 외모평가, 신체만

족도는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면화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는 없고, 내면화가 신

체이미지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

과(.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인 영향력은 내면화가 외모평가를 매개로 자아존중감

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변인

인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

계가 타당한 것인가를 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정하

고자 한다. 연구결과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

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신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만족

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외모지향성에 상대적인 영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이미지 중 외모평가, 신체만족도는 자아존

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모지향성은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

모평가가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평가는 외모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신체

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신체만족도)를 매개로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자아존중감 사이

에서 신체이미지의 매개역할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를 경로와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관계구조에 관

한 정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수집을 대구·경

북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20대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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