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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mpirical

study was based on the response of 369 adult females between the ages of 20 and 49 in Seoul. Self-cons-

trual was presented as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respectively.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as an intermediate variable in the research model was

composed of two sub-factors that included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The other (body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two factors (body and fac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s a final outcome variable)

were composed of various factors that included clothing concern, skin care, hair care, and weight train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effect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

ward physical appearance was not significantly meaningful; howeve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flu-

enced it positively. 2)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ody satisfaction. 3) The body satisfaction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

vior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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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행동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사

회에서 외모관리의 범위가 화장, 헤어관리, 의복 등을

통한 일상적인 외모 가꾸기에서부터 지방제거수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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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형수술 등과 같이 강도가 높은 외모변형에까지 확

장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모관리현

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

름다운 외모에 대한 집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Park and Suh

(200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행복의 조건으

로 자신감이나 마음의 평화와 같은 내적인 요소보다 돈

이나 집안배경, 외모와 같은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외

모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또한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외모는 곧 성공이라는 등식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Yun and Lachman(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여, 한국

인이 미국인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이 더 컸고, 신체적 매력 상실에 대한 염려도 컸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

이, 우리 사회에서 왜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

관리행동에 집착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의 자아(self)는 어떤 현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

및 평가와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어떤 현상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자아가

그가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Singelis &

Brown, 1995).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외모관리행동 또한 개인의 자아로 내면화된 문

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기해석(self-construal)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기인식의 틀로, 개인의

자기체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도식 중의

하나이며, 자기를 타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실체로 보고

독립성과 자기충족성에 가치를 부여하며 나의 측면에

서 사고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자기를 타인과 연결되

어 있다고 보고 집단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

해 사회적 규범에 따르며 우리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분류된다(Markus & Kitaya-

ma, 1991). 이 두 유형의 자기해석은 문화권에 따라 구

성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존하며, 어떠한 개인도 두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

으며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심리적 과정에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우세하게 나타나

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우세

하게 나타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동 ·서양 문화

권에서 나타나는 인지, 동기, 정서 등 인간의 제반 심리

과정과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

는 배경도식으로, 문화 내적 비교를 통해 사회행동의 문

화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Cho & Kim,

2001; Cho & Myung,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Park et al.(2009)의 한국인과 서구인을

대상으로 자기해석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서구인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모중

시가치관이 더 강하고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개

념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

모중시가치관은 더 높았으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외모

중시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 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외모중시가

치관과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한다는 일반적

인 통념은 문화적 자기개념에 의한 차이 즉 독립적 자

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내재된 현상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09). 따라서 자

기해석유형의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

회적 현상으로서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기저변인으로

보고, 자기해석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기는 유교적 교리

에 따른 이상적 인간성[仁 ·義 ·禮 ·知]을 보편적이며 공

통적인 자기개념으로 추구하여, 개성적 자기보다는 보

편적 자기로서의 인간 됨됨이를 문화적 가치로 추구하

여 왔다. 따라서 한국인의 자기정체감은 개인이 자기 내

적으로 구성한 사적 정체감보다는 자신이 속한 우리집

단의 사회적 및 규범적 정체감을 자신의 사적 정체감으

로 내삽시키는 집단정체감의 특성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가 자기개

성화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사회가치 추구적이라는 점에

서 개인 간의 상이 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갖는 이

상적 사회성자기를 개인적 이상자기로 내면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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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Choi, 1992).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우세한 독립적 자기해석보다 집단주의 문화

에서 우세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강하여, 우리나라

의 구성원들은 서구의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보다 상대

적으로 더 많이 사회적 ·규범적 정체감을 자신의 정체

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추구

하게 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등

장할 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사회화

매체 특히 대중매체를 통하여 키가 크고 마른 몸매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러한 사회적 가치와 외모규범을 개인이 받아들여 외모

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개인의 이상적인 자기로 내면화하는 것을 반영

한 개념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이다.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적인 미

의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이

러한 사회적 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

어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

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형성하게 된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으로,

자기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이며 평가적 구성요소 중의 하

나이다(Kang, 1995). 신체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

라 신체가 성장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커짐에 따라,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Meijboom et al., 1999) 즉 사회 ·문

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외모관리행동에 있

어서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사회 ·문화적 맥

락 안에서 구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적인 자기해석유형의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과열된 외모관리현상의 기저변

인으로 보고, 자기해석유형에 따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이미지가

형성되어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구체적인 심리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해석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자기인식의 틀인 자기해석은

개인이 자기를 타인과 관련되거나 분리된 존재로 보는

사고, 감정, 행동의 총체로 정의된다(Singelis, 1994). Ma-

rkus and Kitayama(1991)는 독립적 자기해석은 사회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안정된 자

기로, 개인의 존재가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리

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요소로 자기를 정의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

가 가능한 유연하고 가변적인 자기로, 자기를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정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타인과

의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규정하

는 서로 다른 방식이 개인의 사고과정, 행동동기, 감정

경험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광고수용자들이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다수의 태

도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해석이라는 문화적 지향성에 따

라 광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Lee

(2003)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광고에 대한 태

도형성 시 자기의견의 중요성과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의 태도를 고려하고자 하는 의

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태도와 다수의 태

도가 다르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신의 원래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의존적 자기해석은

좀 더 다수 집단의 태도에 자신의 태도를 근접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소비행동에

대한 자기해석의 영향력을 살펴본 Chun et al.(2006)의

연구에서 집단중심 성향의 집단이 개인중심 성향의 집

단보다 규범적 동조성이 높은 반면 반동조성과 유행혁

신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립적 자기

해석자는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

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 보는 반면, 상호

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어떤 대상, 행위, 사건에 대한 태

도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욕구와 어떻게 관련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Lee et al., 2005). 따라서 한국의 성

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Son(2011)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낮아지고,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과 자기해석과

의 상관 정도를 비교한 Gim et al.(2009)의 연구에서 독립

적 자기해석은 신체감시성과 부적 상관이 일본에서 나

타났고, 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세 나라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독립적 자

기해석이 높을수록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 신체기준

을 자신의 신체와 비교평가하는 개념인 신체감시성이

낮아지고, 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문화적 신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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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삼아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신체감시성과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

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자기를 사회적 상황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신의 의견에 좀 더 가

치를 두고 자신의 독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자기

를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다

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에 근접시키는 것(Lee, 2003)과 같이 자기개념을 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 규범에의 동조와 반동조의

정도(Chun et al., 2006), 신체적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

준을 내면화하는 정도(Gim et al., 2009)가 달라진다. 즉

자기해석의 유형에 따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치를

두는 특성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

가 등장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화 매체

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인식

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정도 즉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독립적 자기해석수준이 높

을수록 낮아지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수준이 높을수

록 높아질 것이다.

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의 이상적인 기

준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

여 내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제안되었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

회 ·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Sociocul-

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상

적인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는 인식(awareness) 차원과 신

체적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차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외모를 다루고, 지각하고

해석하는 맥락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외모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의 연속적인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Kaiser,

1990). 즉 각 사회는 당시의 문화 전반의 영향을 받아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Kim,

1996). 이러한 사회 ·문화적 기준이 과거에는 예술영역

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파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주

로 대중매체에 의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Heinberg,

1996). Reed(1998)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외

모기준을 수용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고 위험한 체중관

리행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신념은 자기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Thompson and Heinberg(1999)는

우리 문화에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

며,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가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

준으로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사회

의 이상적인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삼은

개인들이 이상적인 미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자

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Schutz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

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개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

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

회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사회의 이상

적인 신체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

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

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의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Secord &

Jourard, 1953).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

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자신

의 신체를 평가하는 데(Kaiser, 1990), 비교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커질수록, 즉 부정적인 모순이 생길 경

우에 불만족하는 감정이 유발된다(Oliver, 1980). 신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어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경

험은 개인의 신체에 관한 광범위한 행동영역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Gim et al., 2009). 개인이 사회 ·문화

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외

모로 내면화하고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복, 화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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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리,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의 행동을 외모관리행동

이라 한다. 즉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기준을

형성하고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해 외모

관리행동을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Kaiser, 1990). Mor-

rison et al.(2004)의 연구에서 개인은 이상과 실제 신체상

의 차이에 의해 신체불만족이 높아질수록, 섭식장애나

성형 및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행동

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Bat and DeLong(1990)

은 이상적 체형을 목표로 하는 젊은 연령층이 이상적인

체형을 이룰 수 없는 데서 오는 불만감으로 신체만족도

가 낮으며, 따라서 체중감량, 보디빌딩, 성형수술 등을 통

해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였

다.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이 체중관리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의 차

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

게 될 것이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는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3. 신체만족도는 외모관리행동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연구모형에서 이론변수들에 대한 하위 측정변수의 선

정을 위해 예비분석으로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성 및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서 요인적재량(λ) 0.5 이하, 공통성(communa-

lity) 0.5 이하, 그리고 요인적재량이 다른 요인들에 동시

에 높게 부하된 경우,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0.6 이하로 낮추는 변수들은 제거되었다.

자기해석은 Singelis(1994)가 개발한 척도 중에서 우

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한 Yang

and Kim(2010)의 수정된 자기해석척도문항 중 성인에

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독립적 자기해석 7문

항,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6문항 총 13문항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

Fig. 1. Research model.

– 532 –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07

석 및 신뢰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Cronbach's α)을

실시한 결과, 앞에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이 낮

은 변수들을 제거하였다. 최종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독

립적 자기해석을 측정하는 3문항(Inde. SC1: 나는 많은

점에서 타인과 다르며 독특한 것을 즐긴다, Inde. SC2:

타인과 독립적인 나의 개인적 정체성은 나에게 매우 중

요하다, Inde. SC3: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은 나에

게 중요하다)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측정하는 3문

항(Interde. SC1: 나에게 집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Interde. SC2: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

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다, Interde. SC3: 나

는 때때로 타인과의 관계가 나 자신의 성취보다 중요하

다고 느낀다)이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SATAQ)의 내면화(Internalization: SATAQ-I)와 인

식(Awareness: SATAQ-A) 중에서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

증된 Cho(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면화 6문항, 인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척도에 대

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정결과 내면화의 측정문항에

서 요인적재량이 낮게 적재된 3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적으로 다음과 같은 3문항(Internalization 1: 마른 여자

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마르고 싶어

진다, Internalization 2: 마른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Internalization 3: 옷은 마른 여자

가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인

식에 대한 4개의 측정문항(Awareness 1: 오늘날의 사회

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다, Awareness

2: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들도 보기 괜찮다고 여

겨진다, Awareness 3: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

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Awareness 4: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은 예비분

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없어서 4문항을 평

균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Cash(200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 Body-Self Relation Questi-

onnaire: MBSRQ)의 하위척도인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 BASS)의 총 15문항 중에서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Cho(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 결

과 각각 얼굴 및 몸의 만족도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확

인하였다. 얼굴의 만족도 및 몸의 만족도 요인들의 측

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를 구성하는 두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몸의 만족도 3항목, 얼굴의

만족도 3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은 Hwang and Kim(2006)의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5가지 차원(의복관

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1, 체형관리 2)에 관한

5점 리커트형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0개 문항은 각각 5개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었고, 의복관리의 2문항(Clothing Concern 1: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최신 유행의복을 구입한다, Clo-

thing Concern 2: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최신 유행액세

서리를 구입한다), 피부관리에 대한 2문항(Skin care 1: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얼굴 피부마사지 또는 팩을 자주

한다, Skin care 2: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리

고 헤어관리 또한 2개의 측정항목(Hair care 1: 나는 외

모관리를 위해 헤어스타일링 제품(무스, 스프레이, 젤)

및 헤어에센스 등을 자주 사용한다, Hair care 2: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파마를 한다)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평

균값이 사용되었다. 체형관리에 대한 4문항은 2개의 하

위요인, 노력형 체형관리(Weight training 1: 나는 평소

에 체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 Weight training 2: 나

는 평소에 체중관리를 위해 먹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

와 인위적인 체형관리요인 2문항(Weight training 3: 나

는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 후 일부러 구토를 하는 경우

도 있다, Weight training 4: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약물

을 복용한다)으로 구성되어 역시 평균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관리행동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은 2012년 12월에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

380개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한 369개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먼저 연령별 구성비율은 총 369명의 응답자 중 20대

여성이 132명(35.8%), 30대 여성은 133명(36.0%), 40대

여성이 104명(28.2%)으로 20, 30대 여성은 비슷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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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에 포함되었고, 40대 여성의 비율이 20, 30대 여

성과 비교해서 조금 낮았다. 직종별 구성비율을 보면 직

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63.7%, 학생이 7.9%, 전

업주부가 20.9%, 그리고 무직 및 기타가 7.7%였다. 월

소득별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이 15.8%,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소득자가 34.1%,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은

SPSS 20.0으로 분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AMOS 19.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Anderson and Gerbing

(1988)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적용하였

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수 선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연

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1.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변수인 5개의 구성개념을 정

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

고,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5개의 구성개념들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하위측정변수를 선정하여 사

용하였으므로, 일차적인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었고, 개념 및 수렴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

하여 AMOS 19.0을 이용하여 구성개념들의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값을 이용한 신뢰성 검증(reliability test)도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

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각 이론변수의 평균값

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먼

Table 1. The result of overal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Mean Indicator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λ)
t Cronbach's α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mposite

reliability

Independent

self-construal
3.494

Inde. SC1 0.911 n/a
a

0.809 0.611 0.898Inde. SC2 0.771 7.679***

Inde. SC3 0.614 4.988***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3.256

Interde. SC1 0.837 n/a

0.811 0.647 0.769Interde. SC2 0.764 6.481***

Interde. SC3 0.722 6.013***

SATA
b

3.447
Internalization 0.818 n/a

0.732 0.583 0.720
Awareness 0.706 7.942***

Body

satisfaction
2.982

Face 0.795 n/a
0.708 0.539 0.695

Body 0.612 4.33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2.905

Clothing concern 0.812 n/a

0.770 0.612 0.750

Skin Care 0.733 6.335***

Hair Care 0.701 4.690***

Weight training 1 0.688 5.003***

Weight training 2 0.720 4.505***

χ
2
=188.62***(df=80), AGFI=0.949, CFI=0.933, TLI=0.962, RMR=0.044, RMSEA=0.061

***p<.01

a: not available

b: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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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χ
2 
검증결과를 보면 χ

 
값이 188.62(df=80, p value is

less than 0.001)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

각되었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

dex)들 중 χ
2 
검증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고, 또한 χ

2 
값

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어서, 귀무가

설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확인적 요인모형이 잘못되었다

고 결론지을 수 없고,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살

펴보아야 한다(Bagozzi & Yi, 1988). 확인적 요인모형의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AGFI와 RMSEA는 모두 기준

치를 충족하고 있고,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또

한 모두 0.9 이상으로 높아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

합도 해석기준(Hu & Bentler, 1999)에 근거할 때, 본 연

구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인 표준

적재량(λ) 값이 모두 양호하고(0.6 이상), 경로계수에 대

한 t 검증결과, 모든 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01), 모든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모든 항목에서 Bagozzi and Yi(1988)

가 제시한 기준인 복합신뢰도 0.6 이상, 분산추출지수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

성을 통계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구성개

념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

어서 5개의 구성개념에 대한 복수 측정항목들의 신뢰

성을 확인하였다(Nunnally, 1967). 또한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φ계수를 구하였고<Table 2>, 그 결과 φ계수

의 신뢰구간(φ±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론변수

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An-

derson & Gerbing, 1988).

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9.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검증결과를 다음의 <Fig. 2>에 제

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AGFI, CFI, TLI, RMR,

RMSEA)를 살펴보면 앞의 측정모형에서 제시한 적합

도의 기준치를 참고해 볼 때, 매우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가설 1은 자기해석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

적 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자기해석은 독립적 자

기해석과 의존적 자기해석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 각각

상반된 세부 가설이 설정되었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신

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계수가 음의 값을 보

여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

화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

서 독립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

적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각 국가의 개인주의 수준이 타

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는 Bond and Smith(1996), 독립적 자기해석이 다수 의

태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Lee(2003)와 다수 의견의

동조에 부적 영향을 미친 Cho and Kim(200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태도와

다수의 태도가 다르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피

험자가 다수 의견에 근접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Lee, 2003),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의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량도 50%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집단주의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constructs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0.12

(0.083)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0.15

(0.031)

−0.33

(0.054)

Body satisfaction
−0.23

(0.067)

−0.14

(0.030)

−0.46

(0.069)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34

(0.054)

−0.51

(0.040)

−0.25

(0.056)

−0.51

(0.072)

(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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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한 사람들이라도 집

단주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속 문화

의 특징에 따라 서로 행동이 달라진다. 즉 개인의 문화

성향과 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Cho & Kim, 2001). 급속히 전개되었

던 사회의 민주화,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발전, 서구식

교육제도와 교육의 보편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

적 변화로 인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되어 가

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사

회에서, 개인을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리를 가

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고 독특성을 표현하는

등 개인지향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규

범으로 여기는 독립적 자기해석의 특성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집단에서 외모를 중

요하게 여기고 이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외모규

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1-2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

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이었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설 1-2의 경로계

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

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의존적 자기

해석이 Lee(2003)의 다수 의견 고려의 중요성과 Gim et

al.(2009)의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나타

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을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할

수록 자신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역할, 집단소속감, 관

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집단구성원들과의 조

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따르게 되므로 개인

이 속한 사회 ·문화집단의 외모규범인 외모의 사회적 중

요성과 이상적인 외모의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고 자신

의 가치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2에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가설검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방향을 나타내어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

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utz et al.(2002)

과 Cho(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중매체를 통

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

적인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는데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는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

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유발되기 때문

이다.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신체불만족이 높아

질수록 섭식장애나 성형 및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나타났다는 Morrison et al.(2004)

Fig.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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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와 실

제 자신의 외모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

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상

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의 가설검증한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

관리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여

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기저변인으로 본 자기

해석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

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외모

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이는 다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관리행

동은 문화적 자기개념에 의한 차이가 내재되어 나타나

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에서는, 개인의 존재가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

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적인

요소로 자기를 정의하는 독립적 자기보다, 자기를 사회

적 관계 속에서 정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타인과의 조화와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 간의 차이보다는 공

통성을 갖는 이상적 사회성자기를 개인적 이상자기로

내면화하게 되므로(Choi, 1993),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

름다운 외모의 중요성과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개인의 이상적인 자기로 내면화하게 되는

데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자

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

나 긍정적인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

리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과열된 외모관리현상의 기저변인을 규명하고 문화

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기가 외모관리행동에 이

르는 인과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학

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여성들 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성인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력적인 외모는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외모향상을 위한 성

별, 연령별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

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기해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성별 그리고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로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

Table 3.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Research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t Results

H1-1 Independent self-construal →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0.112 0−1.005*** Rejected

H1-2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0.364 0−2.411*** Accepted

H2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 Body satisfaction −0.802 −10.663*** Accepted

H3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443 0−4.087*** Accepted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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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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