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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adolescents. The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 relation-

ships among the three variables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nd school grade. The questionnaire was admi-

nistrated to 575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from September 2-8, 2011.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

ssion analysis by SPSS for WI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

ard appearance was composed of two factors: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Adolescent's appearance man-

agement behavior was composed of four factors: hair and style, face, weight, and neatness. There are signi-

ficant differences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gen-

der, age (girl/middle, boy/middle, girl/high, boy/high). Second,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Third,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appearance comparison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Fourth, appearance comparison significantly influenced appear-

ance management behavior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Fifth,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mediated by appearance comparison statistically did not influence appearance management beha-

vior.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wareness, Internalization;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외모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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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에서 ‘얼짱’, ‘몸짱’, ‘동안’이라는 용어

의 유행이 말해주듯이, 좋은 외모는 행복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

은 매일 매스미디어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에 노출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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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예인들의 이상적

인 외모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외모에 관

심을 갖고 관리한다. 예컨대, Heinberg et al.(1995)은 매

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성과 사회적 이

상에 관한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외모의 사

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자신

의 가치로 내면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Jeon and Chung

(2010)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인

식하고 내면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의 성장, 사회성의 발달

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집중

되는 시기(Song, 1989)임과 동시에, 아직 자아개념이 완

전히 형성되지 않고 감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시기이므

로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에서 보이는 날씬한 연예인

들의 외모를 따라 하기 위해 헤어스타일, 성형, 체중, 의

복 등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

또는 행동의 준거가 되며(Furman & Buhmester, 1992), 청

소년 시기에 주변의 타인으로서 친구는 삶의 주요한 사

회적 대리인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존

재(Jones & Crawford, 2006)로 외모와 관련된 심리상태

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 친구들과의 관계, 영

향력, 피드백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

다. 예컨대, Cho(1991)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외모특성이 사회와 친구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하였고,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

신의 신체를 포함한 외모를 친구집단과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Pax-

ton et al.(1999)은 친구 등의 주변요인이 외모 관련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외

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를 형성함과 아울러 주변또래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

함으로써 형성된 외모비교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관련 선행연

구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의 관련성에 집

중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친구들과의 외모비교와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함께 외모비교를 선택하여 청

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

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

모비교의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내면화

하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Jeon & Chu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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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측정하는 척도인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

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사

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수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개인의 외모에 대

한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에 대한 영

향력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요인과 그와 같은 수준을 수용하여 자신

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내면화 요인으로 구성된다.

Lee and Han(2008)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및 행동관리의 행동적 차원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Song and Lee(2009)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청소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남녀 체형으

로 지각하고 있어 자신이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 판단

하는 경향이 매우 컸으며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Hwang and Yoo(2008, 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체중관리, 의

복관리행동, 얼굴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내면화

는 부정적 체중관리행동, 긍정적 체중관리행동 및 의복

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인 내면화와 인식은 얼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반면 헤어관리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하였다.

특히 아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고 감각적인 자극

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이상

적인 외모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

로 내면화는 태도를 형성하고 이것은 개인의 신체평가

나 신체를 의식하는데 영향을 주어 결국 외모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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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모비교

외모비교는 Festinger(1954)에 의해 제기된 사회비교

(Social Comparison)에 토대를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비교이론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에 근거하

여 어떻게 자아를 인식하고 사회적 선택을 하는가를 설

명하는 이론이다. Thompson et al.(1999)과 Lakoff and

Scherr(1984)에 의하면, 신체적 매력이 우리문화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점점 날씬해져 가는 사회적 이상

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촉진되며 이러한 상황에

서의 사회비교결과, 자기 외모를 의식하게 되고 외모관

리에 신경을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불만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비교는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

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비교의 또 다른 대상

범주는 실제 주변의 타인들이 될 수 있다. 실제 몇몇 연

구들은 외모에 대한 비교가 TV나 잡지에 등장하는 모

델이 아닌 또래 등의 주변타인과 일어나는 경우가 많

다고 보고하였다(Lin & Kulik, 2002; Wheeler & Miya-

ke, 1992).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

가치 또는 행동의 준거가 되므로(Furman & Buhrmester,

1992) 외모 관련 심리상태와 행동들 역시 주변 또래들

과의 관계와 피드백을 통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

다. 예컨대, Striegel-Moore et al.(1986)은 여대생들이 자

신의 체중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또래들과 빈번한 비교

를 한다고 하였으며, Morrison et al.(2004)은 주변 타인

과의 외모비교가 외모에 대한 자존감, 신체불만족,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Cho(1991)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

신의 신체를 포함한 외모를 친구집단과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받는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Dohnt and Tiggemann(2006), Craig et al.(2007)도 친구

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기에 주변 친구와의 외모비

교는 개인이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 Kerry et al.(2004)은 외모

비교가 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및 신

체불만족을 매개하여 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친구와의 외

모비교는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외모관리행동

현대인들은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

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외모관

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Ham et al., 2012). Park and

Park(2008)은 적절한 외모관리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믿음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로

까지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으며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

을 타인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

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가치관과 자아가 불확실하며 타인

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

를 두어 외모, 체형, 패션, 헤어, 장신구 등에 관심이 급격

하게 증가한다. Lee(2003)는 청소년들의 외모 관련 행동

을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도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

정요구도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청소년들

은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하여 외모, 체중, 의복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외모를 유

지하고자 한다. J. S. Lee(2008)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행동을 의복, 피부관리, 화장, 미용성형, 몸매관리, 헤어

의 6요인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의복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부관리와 몸

매관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Hwang and

Kim(2006)는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의복에 의

한 외모관리, 과격한 체중조절, 일상적 외모관리의 세 차

원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은 체형이나 피부관리 같은 외

모관리를 여성은 과격한 체중조절과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 간의 영향력을 청년의 성과 학

교급에 따라 비교분석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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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를 알아보고, 이를 청소년의 성별과 학

교급(여중, 남중, 여고, 남고)에 따라 비

교분석해 본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외모비교를 알아보고 이를 청

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고,

남고)에 따라 비교분석해 본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이

를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고, 남고)에 따라 비교분석해 본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

고, 남고)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 외모비교,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다.

4-1: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

고, 남고)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해 본다.

4-2: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

고, 남고)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비교분석해 본다.

4-3: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

고, 남고)에 따라 외모비교가 외모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

석해 본다.

4-4: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

해 본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는 다음과 같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개발된 SATAQ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TAQ 척도를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Song & Lee, 2009)의 결과

를 토대로 측정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최종 1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2) 외모비교

자신의 외모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Thompson et al.(1999) 번안본(Cho, 2005)

의 3문항을 사용함과 동시에 예비조사를 통해 청소년

들이 외모를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질문하여

최종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얼굴관리, 체중관리,

헤어 및 스타일 관리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해 Lee(2003), Kim(2003)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청소

년에게 알맞은 총 2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

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

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2011년 8월

20일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2011년 9월 2일부터 8일까지

광주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620부를 배부하여 598부를 회수하였으며, 회

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575부를 최

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의 외모관리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의 차원분류를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청소

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외모관리

행동을 성별과 학교급(여중, 남중, 여고, 남고)에 따라 비

교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성별

과 학교급(여주, 남중, 여고, 남고)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외모관리행동 간의 영향관

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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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중학생이 234명(40.3%),

고등학생이 341명(59.7%), 남학생이 288명(50.1%), 여

학생이 287명(49.9%)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차원을 분류

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관한 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문항이 총 변량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제외한 9문항을 재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인 2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

며, 2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1, .75

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각 요인들

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설명한 총 변량은

57.70%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43.28%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

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면화”로 명명하였고, 요

인 2는 전체 변량의 14.42%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은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ong and Lee(2009)의 연구결과와 묶인 문항에

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와 인식으로 분류된 결과는 일치하였다.

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a-

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성별,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의 가치기준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평

가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Thompson and Stice(2001)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는

인식(t=−3.58,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

는 인식(t=−2.7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

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중관리행동에 적극적이라고 밝힌

M. S. Lee(200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이는 현대

Table 1. Factor analysis the sociocultural attitude of adolescents toward appearance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ternalization

When I see good looking entertainers on TV, I wish to be

good looking.
.88

3.90
43.23

(43.23)
.81

I wish to have a good looking body like a swimsuit model. .85

When I see a person with the nickname ‘Diesel’ or ‘Best

face’, I want to be like them.
.79

Even if I am not good at studying I want to look like Kim

Tae-Hee (girl) or Won Bin (boy).
.57

Awareness

I think individuals with good looks have better opportunities. .78

1.30
14.42

(57.65)
.75

I get discriminative treatment because I am fat. .71

It is important to have attractive looks for success in society. .67

I think confidence comes from appearance. .61

I think appearance is an important condition when I have

an attractive friend.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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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요구가 남자보다 특히 여

자에게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신체발달과정 상으

로 볼 때, 고등학생 시기는 중학생 시기에 대해 체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청소년의 외모비교

1) 청소년의 외모비교 정도

청소년의 외모비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외모비교는 키, 몸무게, 몸매, 얼굴, 신체부분

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한 결과, 키비교(M=3.18, S.D.

=1.05)가 가장 높고, 얼굴비교(M=2.80, S.D.=1.02), 몸무

게비교((M=2.72, S.D.=1.04), 몸매비교(M=2.64, S.D.=

1.00), 신체부분비교(M=2.56, S.D.=1.03)의 순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들은 외모 중에서 상대적으로 키를 친구들

과 많이 비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키가 외모를 판단하

는데 중요한 요소인 요즘 세태가 청소년들에게도 반영

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비교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비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비교의 차이는 키(F=3.44,

p<.05), 몸무게(F=2.81, p<.05), 체형(F=6.10, p<.001), 얼

굴(F=5.30,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여자 고등학생(M=2.74)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

보다 모든 영역에서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남

자 중학생의 순이었다.

Table 2. The difference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y sex and school grad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Sex and school grade

Internalization Awareness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Girl/middle 3.41 (0.80) A 3.12 (0.73) B 3.27 (0.69) AB

Boy/middle 3.10 (0.75) B 3.20 (0.68) B 3.16 (0.66) B

Girl/high 3.53 (0.72) A 3.30 (0.62) A 3.42 (0.60) A

Boy/high 3.36 (0.69) A 3.39 (0.61) A 3.37 (0.56) A

F-value 7.73*** 4.44**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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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

Table 4. The difference of appearance comparison by sex and school grade

Appearance comparison

Sex and school grade

Height Weight Figure Face Body part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Girl/middle 3.32 (0.99) A 2.81 (1.13) AB 2.67 (1.06) A 2.80 (1.03) A 2.57 (1.08) 2.83 (0.87)

Boy/middle 3.19 (1.16) A 2.56 (1.06) B 2.33 (1.04) B 2.50 (1.05) B 2.43 (1.09) 2.60 (0.87)

Girl/high 2.98 (1.05) B 2.89 (0.99) A 2.85 (0.99) A 2.98 (0.99) A 2.65 (1.03) 2.87 (0.73)

Boy/high 3.27 (0.96) A 2.66 (1.01) B 2.67 (0.97) A 2.84 (0.97) A 2.56 (0.99) 2.80 (0.81)

F-value 3.44* 2.81* 6.10*** 5.30*** 1.0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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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A>B

Table 3. Appearance comparison of adolescents

Appearance

comparison
Mean S.D. Cronbach's α

Height 3.18 1.05

.85

Weight 2.72 1.04

Figure 2.64 1.00

Face 2.80 1.02

Body part 2.56 1.03

Total 2.78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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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중 모든 집단에서 외모비교 중 키 비교

를 다른 외모비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

해 키에 대한 비교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외모에 있어 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결과로 사

료된다. 그리고 몸무게 비교는 여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

학생이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비교와 얼굴비교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은 외모에 있어 몸무게에 더 민

감한 비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 고등학생들

도 남자 중학생들보다는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신체를 포함한 외모를 친구집단과 자주 비교하

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받는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한

Cho(199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1)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의 차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외모관

리행동에 관한 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

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문항이 총 변량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제외한

13문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유치 1 이상인 4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4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9, .74, .70, .59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각 요인들이 외모관리행동을

설명한 총 변량은 63.9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1.21%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

에는 나는 학교에서 머리손질을 3번 이상 한다, 나는 수

시로 나의 모습을 확인한다 등의 헤어와 스타일 관리의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헤어 및 스타일 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4.86%를 설명하였

고, 이 요인에는 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

한다, 눈썹수정을 한 경험이 있다 등의 얼굴관리문항들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얼굴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10.84%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나

는 살을 빼기 위해 날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이어트

를 한다 등의 체중관리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체

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 변량의 7.03%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나는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

리한다, 청결함을 유지한다 등의 청결관리문항들이 포

함되었기 때문에 “청결관리”로 명명하였다.

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Table 5. Factor analysis of adolesc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Hair and style

management

I remodel my hair in school more than 3 times a day. .78

4.05
31.21

(31.21)
.79

I want a hairdo even if I violate school rules. .71

I have the most clothes and supplies that popular between friends. .70

I check my appearance all the time. .68

I wear beautiful school uniforms even if they are expensive. .58

Face

management

I use cosmetics that adults use. .87

1.93
14.86

(46.07)
.74I have had a plastic surgery to make my appearance special. .83

I always have a mirror in front of my desk. .71

Weight

management

I exercise every day to lose weight. .81

1.41
10.84

(56.91)
.70I never eat anything that makes me fat even if I like it. .67

I diet to look good to others rather than look after my health. .61

Cleanliness

management

I always have my school uniform cleaned. .83
1.01

07.03

(63.94)
.59

My feet and hands are always clean. .7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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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각 집단에서 외모관리행동의 차

이는 얼굴관리(F=54.16 p<.001), 청결관리(F=23.54, p<

.001), 헤어 및 스타일 관리(F=23.54, p<.001), 체중관리(F

=9.45, p<.001)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

분의 영역에서 여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이 남자 고

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에 비해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외모관리영역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음

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여중고생들이 신체적 외모를

변화시키려는 욕구가 높았고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를 많

이 한다고 한 Kim and Kim(2002)의 연구결과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

아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 J. S. Lee(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

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

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각 집단별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

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알아보

기 위해 각 청소년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

ble 7).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

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총 변량은 6.00%로 파

악되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F=26.8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

이 외모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한다

고 한 Kim(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각 집단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내

면화는 헤어스타일 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

록 헤어 및 스타일 관리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

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이나 모델의 외모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를 인식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

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헤어 및 스타일 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 집단에 있어 내

면화는 얼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남학생에 비해 내면화 수

준이 높을수록 얼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예인들의 외모를 통해 자신의 것

으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얼굴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

힌 Hon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있어 내면화에

비해 인식은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인들 간

의 영향관계에 있어 내면화와 인식 간의 영향관계가 존

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6.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비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

Table 6. The differenc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sex, school grad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ex and school grade

Hair and style Face Weight Clean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Girl/middle 03.25 (0.66) A 01.94 (0.84) B 2.39 (0.83) A 03.25 (0.66) A 02.61 (0.57) A

Boy/middle 02.69 (0.84) B 01.37 (0.53) D 2.17 (0.83) B 02.69 (0.84) B 02.12 (0.48) C

Girl/high 03.10 (0.62) A 02.41 (0.92) A 2.24 (0.71) AB 03.11 (0.62) A 02.69 (0.55) A

Boy/high 02.70 (0.67) B 01.58 (0.67) C 1.93 (0.76) C 02.70 (0.67) B 02.25 (0.47) B

F-value 23.54*** 54.16*** 9.45*** 23.54*** 38.30***

***p<.001

Duncan test: A>B>C>D

– 8 –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9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외모비교를 종속변인으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총 변량은 15.00%로 파악되었으

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F=49.54, p<.001)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외모를 더 많이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대중매체에 비춰지

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을

Table 7. The effect of adolescent's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Grou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β t F-value R

2

Girl/middle

Hair and style

management

Internalization .42 .09 .44 4.32***
17.54*** .49

Awareness .06 .10 .07 0.66

Face management
Internalization .42 .11 .40 3.83***

13.25*** .43
Awareness .05 .11 .04 0.43

Weight management
Internalization .08 .11 .08 0.73

03.45* .24
Awareness .19 .12 .17 1.57

Cleanliness

management

Internalization .15 .09 .18 1.68
04.48* .27

Awareness .09 .09 .10 0.96

Boy/middle

Hair and style

management

Internalization  .35  .14  .32 2.50*
03.91* .28

Awareness  .10  .15  .08 0 .63

Face management
Internalization .06 .09 .09 0.69

00.85 .13
Awareness .04 .10 .05 0.37

Weight management
Internalization .08 .14 .07 0.56

00.54 .11
Awareness .04 .15 .04 0.29

Cleanliness

management

Internalization .13 .14 .12 0.93
01.21 .16

Awareness .05 .16 .04 0.32

Girl/high

Hair and style

management

Internalization .50 .08 .48 6.29***
35.14*** .54

Awareness .09 .09 .08 1.06

Face management
Internalization .54 .10 .42 5.14***

29.37*** .50
Awareness .17 .11 .11 1.46

Weight management
Internalization .14 .08 .15 1.70

03.71* .20
Awareness .02 .10 .07 0.80

Cleanliness

management

Internalization .17 .07 .17 2.14*
06.07** .26

Awareness .10 .09 .09 1.10

Boy/high

Hair and style

management

Internalization .39 .08 .36 4.63***
10.51*** .44

Awareness .15 .09 .13 1.66

Face management
Internalization .15 .08 .15 1.85

02.25 .16
Awareness .01 .09 .01 0.01

Weight management
Internalization .10 .09 .09 1.13

00.77 .09
Awareness .10 .10 .08 0.98

Cleanliness

management

Internalization .16 .08 .18 2.09
07.72*** .29

Awareness .16 .09 .15 1.8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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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할수록 주변 또래들과의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내면화가 외모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은

영향을 미치는 않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 중 인식에 있어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

등학생이 외모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경우 상대적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 중학생일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자 중학생의 경우,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연예인의 외모를 내면화할수록 외모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 중학생

의 경우, TV나 매스컴에 노출되어 보여지는 연예인들

의 외모에 영향을 받아 외모에 민감하게 되어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한 외모의 사

회문화적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 Cho and

Koh(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주변의 친구 혹은 친구집단과의 비교가 개인의 외모

인식과 내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Craig et al.(200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영향관계가 있다는 측면

에서는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7. 청소년의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

청소년 집단별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모비교를 독립변인으로, 외모관

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설명한 총 변량은 6.00%로 파악되었으며, 외모비교

가 외모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

향(F=7.4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년들이 친구와 외모비교를 많이 할수록 전반적인 외

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외모비교를 통해 외모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

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집단별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 차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외모비교는 헤어스타일 관

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외모비교 수준이 높을수록 헤어 및 스타일 관

리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

를 향상을 위해 헤어 및 스타일 관리를 선택함에 있어

친구들 간의 외모비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헤어 및 스타일 관리(F=

4.36, p<.001), 얼굴관리(F=3.73, p<.001), 체중관리(F=

4.53, p<.001), 청결관리(F=3.02, p<.01)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여자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으로 이끄

는 영향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집단들은 외

모비교가 체중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자 고

등학생 집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외모

를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체중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고

Table 8. Effect of adolescent's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comparison

Grou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β t F-value R

2

Girl/middle

Appearance

comparison

Internalization .41 .14 .35 2.80**
22.13*** .53

Awareness .45 .11 .39 3.94***

Boy/middle
Internalization .20 .10 .19 1.91

06.92*** .36
Awareness .00 .16 .00 0.01

Girl/high
Internalization .23 .09 .21 2.62**

19.14*** .43
Awareness .33 .10 .26 3.17**

Boy/high
Internalization .06 .08 .05 0.69

06.03*** .26
Awareness .25 .09 .22 2.62**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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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

개효과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

를 독립변수로, 외모관리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파악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 모두 외모

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이 설명

한 총 변량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여자 고등학생으로 30.00%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자 중학생 집단, 남자 고등

학생 집단, 남자 중학생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고등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관계에 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집단비교를 통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인 여자 고등

학생 집단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친 직접효과는 .43으로 나타났고,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친 직접효과는 .05로 나타났다. 그러

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를 경유하

여 외모관리행동에 미친 간접효과는 .07로 나타나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직

접효과가 외모비교를 경유하여 외모관리행동에 미친 간

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른 집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

Table 9. Effect of adolescent's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Grou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β t F-value R

2

Girl/middle

Hair and style

management

Appearance

comparison

.23 .07 .27 3.17** 10.10*** .28

Face management .28 .08 .29 3.44*** 11.87*** .30

Weight management .09 .08 .09 1.08 01.18 .10

Cleanliness management .08 .06 .10 1.18 01.41 .11

Boy/middle

Hair and style

management

Appearance

comparison

.33 .08 .35 3.82*** 14.64*** .36

Face management .09 .05 .14 1.53 02.34 .15

Weight management .06 .09 .06 0.66 00.44 .07

Cleanliness management .10 .09 .10 1.06 01.14 .10

Girl/high

Hair and style

management

Appearance

comparison

.28 .06 .30 4.36*** 19.04*** .31

Face management .30 .08 .26 3.73*** 13.95*** .27

Weight management .28 .06 .32 4.53*** 20.56*** .32

Cleanliness management .20 .06 .22 3.02** 04.82* .16

Boy/high

Hair and style

management

Appearance

comparison

.24 .07 .24 3.39*** 11.51*** .25

Face management .17 .06 .20 2.85** 08.17** .21

Weight management .13 .07 .13 1.79 03.22 .13

Cleanliness management .12 .05 .16 3.19* 09.13** .2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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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575명으로부

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0.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원은 ‘내면화’

와 ‘인식’으로 분류되었으며,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은

‘헤어 및 스타일 관리’, ‘얼굴관리’, ‘체중관리’, ‘청결관

리’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의 성과 학교급에 따른 각 집

단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F=26.8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내면화는 헤어

스타일 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 집단에 있어 내면화

는 얼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F=49.54, p<.001)을

Table 10. Effect of adolescent'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

ance management behavior

Grou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tandard

error
β t F-value R

2

Girl/midd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33 .07 .04 4.43***

15.42*** .21

Appearance comparison .03 .05 .05 0.54

Boy/midd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10 .07 .14 1.39

02.83 .05

Appearance comparison .08 .15 .15 1.46

Girl/hig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41 .06 .48 6.91***

38.13*** .30

Appearance comparison .08 .44 .12 1.81

Boy/hig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20 .05 .28 4.00***

17.24*** .17

Appearance comparison .12 .04 .23 3.23**

***p<.001

Table 11. Path analysis of adolescent'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Grou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e

Direct Indirect Total

Girl/midd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43 .07 .50

Appearance comparison .05 - .05

Boy/middl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14 .04 .18

Appearance comparison .15 - .15

Girl/hig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48 .05 .49

Appearance comparison .12 - .12

Boy/hig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28 .07 .35

Appearance comparison .23 - .2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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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이 내면화가 외모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정적인 영향(F=7.4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헤어 및 스타일 관리(F=

4.36, p<.001), 얼굴관리(F=3.73, p<.001), 체중관리(F=

4.53, p<.001), 청결관리(F=3.02, p<.01)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다섯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비교의 매개적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이나 모델

의 외모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를 인식하고 자

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

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또한 친구와 외모비교를 많이

할수록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자신의 외모를 향상을 위해 헤어

및 스타일 관리를 선택함에 있어 친구들 간의 외모비교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외모비교는 얼굴관리, 체중관리를 선택하도

록 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외모비교 중 친구

들과의 몸매비교가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서 외모비교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외모관리행동을 하고자 하

는 심리상태를 외모비교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외모관리행동과 관련한 연구

들 중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각각 비교분석한 연구들이

있을 뿐 성별과 학교급을 합하여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중학생의 집단비교를 새롭

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두 차원인 인식과 내면화 사이에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인식

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면화와 외모

비교의 매개적 역할을 밝힘과 동시에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들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외모 관련 사업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의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외모 관련 사업의 마케터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함께 일선 교사에게 청소

년들의 외모 관련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부 지역에서 편의추출한 청소년들

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

여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포함시킨 연구와 다양한 연

령대로 확대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질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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