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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concern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ppearance complex, face satisfaction, and body satisfaction. The sam-

ple of the study was women aged between 20 and 40 who live in Seoul or Gyeonggi-do. We used 292 que-

stionnaires for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common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12.0 / Windo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appearance

management into weight control, hair care, make-up, and skin care, and appearance complex into complex

from other people and complex from self. Internaliz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appearance

concerns, hair care, weight control, face satisfaction, and body satisfaction; however, there were negative

effects on make-up, skin care, and complex from other people. Awarenes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

fects on make-up skin care, weight control, and complex from other people; however, there were negative

effects on appearance concerns, hair care, face satisfaction, and body satisfaction.

Key word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concerns, Appearance management be-

havior, Appearance complex, Body satisfaction;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신체만족도

I. 서 론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이

용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현대인은 시각적으로 발달한 미디어의 이용에 따라 다

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

을 수 있는 대중적인 미의 기준을 인지하게 된다. 아름

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통하

여 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며 새로운 미를 창출하

기도 한다.

이렇듯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

해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외모에 대

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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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서로 외모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가 사회적 기준에 반영되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특정 이미지를 강요받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당하기도 하며,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

이를 극복하여,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

고 이를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한

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 이때, 쉽게 접하게 되는

TV나 잡지 등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모습

이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말 등은 자신의 신체나 외

모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TV에

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외모나 외모에 관한 기준과 자신

을 비교해서 차이가 적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차이가 크

면 심리적인 불안과 혼란을 느껴 외모를 무조건 모방하

려 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외모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

모관리행동이 유발되는 원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

명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크게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과 신체이미

지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Lee, 2003),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신체만족도 및 외모 관련 행동과의 관계(Park,

2000), 사회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에 따른 신체만족도(Hong, 2006) 등을 중심으

로 다루고 있다. Kim and Hwang(2008)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사람들에게 외모에 대한 사회가치를 확산시키

고 이상적 외모규범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

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함으로

써 신체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고 하

였다. 또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중조절, 운동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중매체 등의 사회문화적 영

향 요인을 통해 전달된 이상적인 신체상이 소비자 자신

의 외모평가기준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갖게 된다

고 설명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사회적 이상미와의 불

일치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체중조절, 피부관

리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등의 관련 변수를 부분적으로 살

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

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 등의 전반적인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을 대상으로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 등의 전반적인 외모에 사회문

화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는 외모 관련 분야에 있어 깊이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

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이는 외모 관련 산업의 유용한 마케팅 기초자

료로서 활용할 만한 실증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문헌고찰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오늘날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

적 이상을 지각하며 사회적인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외

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즉, 매스미디어는 사람들

에게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의 역할을

하게 되고(Cho & Choi, 2007), 사람들은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받

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

를 형성하게 하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

함으로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

인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이라고 하며 이

들 요인들로는 주로 가족, 친구, 대중매체 등이 속한다

(Kim & Hwang, 2008).

Heinberg et al.(1995)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태도(SATAQ: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

ance Questionnaire) 척도를 개발하였고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awareness) 요인과 문화

적 미의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

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요인으로 구성하였다(Khang

et al., 2012). 즉 그들이 제안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의 특성을 가진 몸매

를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기준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내면화한 정도를 포착하는 개념

이다. 이 개념은 두 가지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첫

째, 신체적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으며, 이런 이상적 신

체상은 문화 내에 존재하며, 개인이 가진 아름다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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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의 기준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이상에 의존한다. 둘

째, 사회적 문화의 이상적 신체는 영원불변의 개념이 아

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것으로, 이들 기준

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다. 이렇게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인식하고 내면화한 개인은 그런 기

준에 맞는 아름다움을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추

구하게 된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

체 이미지 및 섭식장애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구성

요인들 중에서는 내면화 요인이 더 큰 관련성을 보인다

고 하였다.

오늘날의 매스미디어는 과거 수세기 동안 예술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미를 일반인이 도달하기 어렵게 낭만

적으로 묘사해 온데 비하여, 미화된 인물과 실제 인물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마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있다(Hong, 2008). 특히 최근 들

어 여성의 아름다움은 거의 사회규범화되어 여성의 아

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

차 확산되고 있다(Lee & Lim, 2001). 미디어에 나타난

이상적인 미는 내면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문화적

압력이 되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체에 대

한 불만족에 이르게 한다.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되고 있는데, 미의 기준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에

게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어, 여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

성보다 자신의 외모를 더 낮게 평가하며, 신체불만족도

가 높은 편이다(Hong, 2008). 또한 Lennon and Rudd

(1994)의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히 체중에 집착하는

데 이것은 마른 신체가 아름다움, 건강, 바람직한 것, 성

숙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현대여성들에게 중요한 조

건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극도로 마른 몸매가 TV나 잡지에 의해

사회적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TV나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외모

의 전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아름다움

추구행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이

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도 우리나라 여학생들은 대중매체에 많은 시간을 소비

하고 있으며, 보통 사람보다 마른 신체를 가진 연예인

을 이상적인 외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Shin, 1997).

2. 외모관심도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사용하는 단서로 신

체적 특성, 체격, 얼굴모습, 의복, 화장 등을 포함한다

(Hwang, 1993). 특히 외모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처음 만나는 사람의 외모는 인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Moon & Yoo, 200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관심 정도를

외모관심도라고 한다. 또한 외모는 인체와 더불어 인체

에 가해지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화장, 헤어스타일 등

에 의해 결정되고 수정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은 개인

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지각하여 변화시키

려 한다(Lee & Lee, 199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심에 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Kim(2003)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긍정적일수록 관심이 많았고, 또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2008)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통해 대중매체 노출도

가 외모지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

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들의 기대가 외모관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외

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 열중, 중요성은 커지

게 되지만, 사회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신체평가와 감정

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더욱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열중, 중요성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하였다(Cho, 2000).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

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평가

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외모

관리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믿

음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로까지 연결되고, 서로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좋은 이미지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으며,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

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Kaiser,

1990; Su & Song, 200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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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외모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완

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2003)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긍

정적일수록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Hong and

Lee(2005)의 연구에서도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

한 내면화와 인식이 높은 집단은 식이요법, 기능성 화

장품, 메이크업, 최신 의복과 액세서리 구입, 심지어 성

형수술에서도 더 많은 외모관리행동을 보인다고 나타

났다. 또한 Lee and Han(2008)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행동적 차원과 높

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o et al.(2005)

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남성 외모관리행동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 TV의 출연자의 옷차림을 관심 있게 살

피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며 유행을 고려하

고,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상매체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인기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강해 섭취 제한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통하여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 외모로써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으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

였다(Cho, 2000). 또한 Hong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미디어와 외모관심 정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미디어의 광고와 정

보,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외모관리에 더 신경을 쓰

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디어의 광고보다는 정보에 대

한 관심이, 외모관리에 비하여 외모연출에 대한 관심

이 외모관리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미디어와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고 외모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인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가치와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외모

에 대한 감시와 아울러 불만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 미용제품 구매 등

과 같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200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의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가족의 기대를 들 수 있는데 Kim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대생

집단의 경우, 가족들이 자신에게 더 마른 체형과 체중

감량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모콤플렉스

외모콤플렉스는 타인이나 이상적인 외모와의 비교과

정에서 형성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게

되면서 신체상을 왜곡하며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게 되

는 것을 말한다. 즉, 외모콤플렉스는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신체상을 의미한다(Kang, 2003). 성

별에 따른 외모콤플렉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

이 높으며, 외모콤플렉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7; Shin & Chun, 2008). Rodin(1993)은 현대사

회가 신체적 매력을 강조하여 마른 모습에 지나치게 가

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의 40%, 여성의 50% 이상

이 체중 때문에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여성이 남

성보다 자기 신체에 대해 더 큰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고 하였다. Lee(2000)는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사이즈

보다 더 마르고 큰 키의 체형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김

으로써 자신이 실제보다 더 뚱뚱하다고 판단하면서 외

모콤플렉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Shin and Chun(2008)은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콤플렉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

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남성에 비해 더욱 강조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결과로 여성의 경우 이상적인

기준과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낀다

고 하였다. Park(2013)은 자가 메이크업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비교연구하였는데, 메이크업 교육 후 자가 메이

크업 횟수가 증가할수록 외모콤플렉스는 유의하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얼굴만족도

얼굴은 개인의 특징이나 감정상태를 나타내며, 신체

적 매력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얼굴은 선천적인 요소와 사회,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

하는 후천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위

하여 적극적인 화장에 열중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형수

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Kim & Kim, 2007; Kwon, 1990). 또한 Lee(1993)의 연

구에서는 얼굴이 매력적일수록 품위와 능력이 있어 보

이고, 개성적이며 창의적으로 지각되므로 매력적인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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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은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에 후광효과를 발휘한

다고 하였으며, Moon(1992)의 연구에서도 얼굴은 사회

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착용한 의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만족도란 자신의 얼굴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대

한 스스로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Baek & Kim, 2004).

얼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Lee and Park(2011)의 연구

에서 얼굴만족도는 얼굴형과 피부상태와 관련이 높았

으며, 화장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를 표현하게 되고 불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였다. Bae and Ryoo

(2004)의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

분집단의 얼굴만족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합리적

메이크업추구집단과 메이크업지향집단이 메이크업무

관심집단보다 얼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피

부색, 피부결, 눈, 코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Baek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얼굴만족도

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만

족도와 상관없이 화장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얼굴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화장을 하며 얼굴에 만족하고 있

더라도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또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화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6.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란 개인이 신체의 부분,

혹은 기능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처음으로

신체만족도 측정을 시도한 사람은 Secord and Jourard

(1953)으로 신체만족도를 신체의 각 부위의 생김새 및

신체적 특징 34문항과 신체기능 12문항으로 측정하였

다(Khang, 1995).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Shin(1997)의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상적 체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재화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다

적극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ng and Lee(2005)의 연구에서는 광고 속의 날씬한 몸

매의 모델과 상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날씬한 몸

매를 이상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

부정적인 기분을 느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ong(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신체이미지는 매체에 나타난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내면

화와 외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대 여성이 30~40대에 비해 오히려 신체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매체에 나타난 외모와의

상향비교를 더 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Han and Park(2008)의 연구에

서는 미디어의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와 비교하여 자신

도 그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몸

매에 대해 불만족하였고, 다이어트 행동에 보다 적극적

인 태도를 보였으며, Choo(2002)의 연구에서도 신체만

족도는 객관적인 신체치수 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

인의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성인여성들도 사회문화적 압력, 대상화된 신체

의식, 내면화 경향이 높을수록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

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성인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Kim

and Lee(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 친구와 매체 등과 같

은 사회문화적 압력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많이 받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

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0~3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

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얼굴만

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콤플렉스를 측

정하기 위해 Kwon(1990)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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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4문항,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만족도와 외모

관심도는 Kim(2001)의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Kim(2001)은 신체만족도와 외

모관심도를 사회심리학적인 견해에 근원을 두고 개발

된 MBSRQ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체

부분 만족도를 포함하며 이 척도는 신체이미지의 다차

원적인 구조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

다. 외모관리행동은 Park(2010)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

완하여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Park(2010)은 외모관리

태도는 헤어관리태도, 화장관리태도, 피부관리태도, 성

형관리태도, 체형관리태도, 의복관리태도를 포함하여 외

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치장하는 개인의 심리적 태도

로, 외모관리를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적극성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

리행동을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

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가는 과정이라

고 정의,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

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여 Park(2010)의 외모관리태도 변인과 일

맥상통한다고 판단하였다. 얼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얼굴만족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부, 눈,

쌍커플, 속눈섭, 눈썹, 이마, 코, 입, 귀, 치아, 머리통 등

의 얼굴에 포함된 모든 부위를 빠뜨리지 않고 모양, 크

기, 위치, 색깔 등으로 섬세히 질문하였다. 위의 변인들

은 모두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위의 측

정도구를 통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외모관심도는

Cronbach's α값이 .836로 나타났으며, 얼굴만족도는 .835,

신체만족도는 .850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연

령, 직업, 월평균 소득(혹은 용돈), 가정형편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9~22일까지 수행되었고, 수집된 3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

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 Package를 사용하여 빈

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총 292명을 조사

하였으며 구체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160명(54.8%), 30대가 132명

(45.2%)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무/

관리직 58명(21.0%), 전문직 60명(21.7%), 판매/서비스

직, 교육직이 각 14명(5.1%), 학생 130명(47.1%)으로 나

타났다.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50만 원 미만 26명

(8.9%),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56명(19.2%),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30명(44.5%),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62명(21.2%), 300만 원 이상 18명(6.2%)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정형편은 상 46명(15.8%), 중

164명(56.2%), 하 82명(28.1%)으로 나타났다.

2.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외모관리행동의 문항들로부터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이어트 경

험이 있거나,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고,

저칼로리 식품을 골라 먹는다는 내용이므로 ‘체중조절’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24.221%, 신뢰도는 Cron-

bach's α값이 .809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2는 3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피 ·모발관리를 하며, 헤어스타

일을 자주 바꾸고, 머리손질을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내용이므로 ‘헤어관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21.274%,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787로 높게 나타

났다. 요인 3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신 유

행에 맞추어 화장을 하고, 색조화장을 즐겨한다는 내용

이므로 ‘화장’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17.840%,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87로 나타났다. 요인 4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

르고, 마사지, 팩 등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피부관리’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15.656%, 신뢰도는 Cron-

bach's α값이 .7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8.992%로 높게 나타났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분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문항들은 요인분석

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잡지 모델처

럼 보이고 싶고, 내 외모를 모델과 비교하곤 하며, 날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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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를 보면 그렇게 되고 싶다는 내용이므로 ‘내면

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47.382%,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51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2는 4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외모가 매

우 중요하고,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며,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는 내용이므로 ‘인식’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설명력은 29.207%,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19

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2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76.590%

로 높게 나타났다.

4. 외모콤플렉스 요인분석

외모콤플렉스의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외모콤플렉스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모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본적이 있거나, 친구들에게 인기

가 없을까 걱정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타인에 의한 콤

플렉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42.071%, 신뢰

Table 1.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Weight control

I have past experience dieting. .916

2.422
24.221

(24.221)
.809I have past experience skipping meals. .820

I tend to eat low calorie food for weight control. .795

Hair care

I sometimes get hair care. .895

2.127
21.274

(45.495)
.787

I often have my hair styles changed by having hair dyed or

permed.
.778

I style my hair with great effort. .750

Make-up

I always do make-up to keep up with trends. .908

1.784
17.840

(63.335)
.687I like putting color make-up on my face with eye-shadow

and cheek rouge.
.780

Skin care
I like functional cosmetics for skin care. .894

1.566
15.656

(78.992)
.708

I often do massage or packing on my face for skin care. .844

Table 2. Factor analysi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ternalization

I want to look like a model in a fashion magazine. .882

4.738
47.382

(47.382)
.951

I sometimes compare my appearance with models. .870

I sometimes wish my body figure looked like a model's. .867

I sometimes compare my body figure with people on TV

or magazines.
.805

Slim ladies in a music video make me want to be like them. .797

Picture of slim ladies make me want to be like them. .787

Awareness

Appearance today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be succe-

ssful.
.867

2.921
29.207

(76.590)
.819Today, keeping in-shape is very important to be successful. .824

Apparel looks better on a slim body. .699

Most people think “the slimmer the better”. .510

– 329 –



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3, 2015

도는 Cronbach's α값이 .858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는 너무 뚱뚱하고, 외

모에 자신감이 없으며 외모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

는 내용이므로 ‘스스로 느끼는 콤플렉스’ 요인으로 명

명하였다. 설명력은 35.052%,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이 .8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2개 요인의 총 설명력

은 77.123%로 높게 나타났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6.8%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

.523, p<.001)는 외모관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의 요인 중 인식(β=−.209, p<.01)은 외모관심도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가 높을수록 외모

관심도가 많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 되었던 사회문화

적 가치관이 예전과는 달리 현대인들 각자의 개성이 강

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현대인들 각자의 개

성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

던 사회문화적 태도는 향후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헤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설명력은 13.0%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

.449, p<.001)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헤어관리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454, p<.001)

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헤어관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에 의한

Table 3.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complex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Complex

from

other people

I sometimes loose out in social life because of my appear-

ance.
.864

2.524
42.071

(42.071)
.858

I sometimes worry about unpopularity because of my app-

earance.
.861

I get upset when my family teases me about my appear-

ance.
.835

Complex

from

self

I am too fat (or too skinny). .866

2.103
35.052

(77.123)
.810I have low self-confidence because of my appearance. .805

I sometimes feel shameful because of my appearance. .758

Table 4.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on appearance concer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value

R
2

(Adj R
2
)

F-value

Appearance

concer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302 .042 −.523 −7.139*** .168

(.163)
29.248***

Awareness −.166 .058 −.209 −2.85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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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많이 하고,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헤어관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화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7.5%로 나타

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546,

p<.001)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화장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246, p<.01)은 외모관리행

동의 요인 중 화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화장을 적게 하며,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피부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7.6%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 =.340,

p<.001)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피부관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피부관

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의 요

인 중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1.1%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

(β=.308, p<.001)와 인식(β=.191, p<.01)은 외모관리행

동의 요인 중 체중조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와 인식에 의한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이 부정적인 집

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

동(체중조절행동, 미용성형수술경험, 피부관리경험, 전

체화장경험)을 한다는 Kim(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3)

과 Jeon and Chung(2010)의 연구결과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날씬하고 매력적이며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수용하

는 여성들은 이를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

로 받아들여 더 많은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콤플렉스

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콤플렉스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 외모콤플렉스의 요인 중 타인에 의한 콤플렉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으며, 회귀

Table 5.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value
R
2

(Adj R
2
)

F-valu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ir car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228 .038 −.449 −5.991*** .130

(.124)
21.578***

Awareness −.316 .052 −.454 −6.055***

Make-up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563 .075 −.546 −7.476*** .175

(.170)
30.713***

Awareness −.349 .103 −.246 −3.371**∗

Skin car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115 .078 −.115 −1.484∗∗∗ .076

(.069)
11.849***

Awareness −.470 .107 −.340 −4.405***

Weight

control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351 .081 −.308 −4.309*** .211

(.206)
38.679***

Awareness −.300 .112 −.191 −2.67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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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

.416, p<.001)는 외모콤플렉스의 요인 중 타인에 의한

콤플렉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

.505, p<.001)은 외모콤플렉스의 요인 중 타인에 의한

콤플렉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내면화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의해 느끼는 콤플렉스가 적고,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의해 느끼는 콤플렉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생활무용 참여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Kim(2013)의

연구,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내면화가 외모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and

Han(2008), Hong(2006)의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

되면 될수록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같은 자아인

식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날씬하고 예쁜 외모를 강조하는 매스미디어로부

터 압력을 받는 여성들은 현실과 이상적 외모이미지 사

이에 괴리감이 크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

콤플렉스로 나타나는 것이라 사료된다.

Hwang(2007)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

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외모콤플렉스로 인한 부

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도

한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

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Hyeon(2007)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를 많이 하

게 되고, 자기 불만의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

출해 콤플렉스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역시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 이후, 전 사회문화 계층에서 여성

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날씬하고 예쁜 외모로 획일화되

었고, 이러한 획일화된 여성 외모의 기준이 사진이나 영

상을 통해 매우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

국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사회문화적 압력은 여성

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날씬하고 예쁜 여

성상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도록 촉구하며, 자신의 신체

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외모콤플렉스

로 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얼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얼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얼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24.1%로 나타났으며, 회귀모

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528, p<.001)는 얼

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

−.663, p<.001)은 얼굴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높고,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Hong(2006)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

면화가 자신의 신체상 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매체에서 보여지는 외

모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강할수록 외모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Table 6.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appearance complex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value
R
2

(Adj R
2
)

F-value

Appearance

complex

Complex

from sel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069 .068 −.081 −1.015∗∗∗ .010

(.003)
01.395∗∗∗

Awareness −.115 .093 −.133 −1.663∗∗∗

Complex

from

other peopl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396 .071 −.416 −5.589*** .142

(.136)
23.870***

Awareness −.660 .097 −.505 −6.78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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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만족도의 관계를 연구

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외

모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

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

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내면화(β=

.263, p<.01)는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요인 중 인식(β=−.438, p<.001)은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

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도가 높고, 인식에 의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oh and Lee(2005)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 중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 존중감, 의복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족, 친구와 같

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이 낮게 나타나고 매스미디

어에 의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Hong(2006)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

정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매체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자신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

관심,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에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을 많이 할수

록 화장, 피부관리, 체중관리를 많이 하였고 타인으로부

터 콤플렉스 점수가 높았으며 얼굴만족도, 피부만족도

의 점수는 낮았다. 내면화를 많이 할수록 외모관심, 헤

어관리 및 체중관리의 점수가 높았다. 내면화와 인식 점

수가 높을수록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외모관리행동으

로는 체중조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는 사회적으로 마른 몸매가 선호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 외모관리

행동, 외모콤플렉스의 점수가 높고 얼굴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의 점수가 낮았다는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근 그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중매체들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과거보다 훨씬 큰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7.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fac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value

R
2

(Adj R
2
)

F-value

Face

satisfac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284 .038 −.528 −7.549*** .241

(.236)
45.944***

Awareness −.489 .052 −.663 −9.468***

***p<.001

Table 8.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body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value

R
2

(Adj R
2
)

F-value

Body

satisfactio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Internalization −.191 .055 −.263 −3.463** .104

(.098)
16.754***

Awareness −.437 .076 −.438 −5.75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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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 미용업계,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는 계

속적으로 사람들이 도달해야할 새로운 이상적인 미를

만들어 이를 홍보 ·광고를 통해 널리 인식시키고 소비

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

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들 미의 기

준을 따라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가지 못하면 자신의 얼굴 및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이들 변인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국

민 건강향상을 위하여서 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 미용업

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업계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

립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에 관

한 대부분의 변인 즉,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

콤플렉스, 얼굴만족도 그리고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및 얼굴만족도와 신체만

족도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에서 형성된 미의

기준을 자신의 외모에 맞추려는 행동에 대한 올바른 비

판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신과 신체가 통합할 수 있

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으며, 외모관심 및 관리

행동과 만족도에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를 포함하여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

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연령,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외모관리행동, 외모관심도,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이 철저하게 검증된 측

정도구가 없기에 이러한 도구가 개발될 경우 좀 더 정

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양적인 접근방법만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 외

모콤플렉스 이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상황들

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인터뷰

등 내면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질적인

방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외에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

렉스, 얼굴만족도 그리고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 특성 변수를 밝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품의 구매의도까지 파악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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