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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20's and the 30's Korean who have a desire, ‘to be getting younger’ and how

to relate what appearance management-behavior they follow.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used both the-

oretical and quantitative research for an empirical study. First, a theoretical study researched a big stream of

the 20's and the 30's Koreans' to be getting younger' on articles based on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past 30 years that defined various concepts of age through previous research. Data was also collected

via SMS for five months (August to December 2014) and 96 Korean participants in their 20's and the 30's who

have lived in and around Seoul.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e desire of ‘to be getting

younger' irrelevant to the age among Korean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tendency to be the ideal age as

being younger is realized by appearance management sort of skin care or clothing styling among 20's and the

30's Korean. This study suggested a phenomenon, ‘to be getting younger’ in Korean society would lead to an

alternative sort of age that targets individual taste rather than the chronological age in the appare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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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타깃팅

I. 서 론

‘젊음(Youth)’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

움, ‘미(美)’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기준이다. 오늘날 ‘어

려 보인다’라는 말이 칭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

는 것도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젊

음숭배’ 경향은 어른을 공경하고 연륜이 쌓일수록 지혜

와 덕이 높아가는 것을 존중하는 유교문화가 지배적이

었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 한국,

중국과 같은 현대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그 동안 미국이

상징처럼 여기던 젊음과 에이지리스(Ageless) 경향이 빠

르게 확산되고 있다(Barak et al., 2001). 한국 사회 역시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덕행(德行)’처

럼 인식되었고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존경심과 예를

갖추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존 문화에 역행하는 ‘젊음

숭배’ 현상이 미국 사회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풍토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젊고 어려보이는 외모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동안성형, 퀵성형 등이 한

국인들 사이에 ‘화장’의 일환처럼 여겨져 유행하고 있으

– 468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cecilialee84@gmail.com

ⓒ 2015,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9, No. 3 (2015) p.468~475

http://dx.doi.org/10.5850/JKSCT.2015.39.3.468

〔연구논문〕



외모관리 행동과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20~30대를 중심으로- 147

며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권 관광객까지 끌어

들이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간단하게 아름다

워진다? [You can beautiful simply?]”, 2013). 이러한 현

상을 통해서도 ‘젊음숭배’ 현상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

심에 고조를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좀 더 어려보이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동안(童顔)에 대한 열풍 안에서 실제, 한국의 20~

30대는 ‘어려보이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어떻게 느끼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

는지를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이상적인 연령을 통해 살

펴보고 연령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어려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옷을

포함한 외모관리가 실제로 ‘어려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들의 주요 대

상이 주로 40, 50대의 중년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

상으로 하여, 최근 경향인 20대, 30대의 동안, 혹은 어

린 외모를 숭배하는 젊음숭배 현상을 살펴보기에 부족

한 실정이다(Barak & Gould, 1985; Barak et al., 2001; Bu,

2005; Hong et al., 2007; Settersten Jr & Mayer,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확

산되고 있는 ‘젊음숭배’ 현상을 ‘어려보이고자 하는 욕

구’에 대한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대상은 한국의

20~30대 젊은 남녀로 한정한다. 또한 20대와 30대의 젊

음추구 욕구를 동질하게 바라보기에는 세대 간의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를

나누어 세대 간에 나타나는 젊음추구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는 유교중심의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

었던 한국 사회가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어떠한 세

대 간 인식의 차이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파

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젊

은 세대들 사이에서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어려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이에 관한 외모관리는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였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1900년대

를 지나 2000년에 이르면서 급속도로 서구화되어가는

한국의 사회적 변화양상을 젊은 세대를 통해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30대 젊은이들의 이상적 연령의 추구경향을 1900년

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변화추이와 사회문화적

인 변화양상을 함께 살펴보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

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의 지배문화의 변화

에 따른 사회적 특수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적 흐

름에서 20~30대 젊은이들에게 옷과 외모관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20~30대 젊은이의 젊음추구 현상과 사

회문화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현대 20~30대 한국인의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을 파악한다.

둘째, 현대 젊은이들의 실제연령에 따른 이상적 연령

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외모관리 행동에 따른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평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령에 관한 다각적 개념과 이상적인 연령

‘젊음숭배’ 현상은 개인이 실제연령(Chronological age)

보다 이상적 연령(Ideal age)을 더 적게 인식하여 나타

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령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

제연령, 인지연령, 원하는 연령, 차이연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연령(Chro-

nological age 혹은 Biological age)은 태어난 이후 얼마

나 살았는지를 의미한다(Settersten Jr & Meyer, 1997).

인지연령(Cognitive age)은 개인 스스로 인지 혹은 지각

하는 자신의 연령(Barak & Schiffman, 1981)을 말하는 것

으로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느끼는’ 나이이므로 ‘느끼

는 나이(Feel age)’ 용어와 함께 쓰인다(Barak et al., 1988).

인지연령과 유사한 용어인 원하는 연령(Desired age)은

‘Feel like age, Look like age, Do like age, Interest like

age’로서, 측정되기를 바라는 연령으로 정의되며 이는 이

상적인 연령으로 발전되었다. Barak et al.(1988)은 자신

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는 비슷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격차는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차이연령(Difference age, 혹은 Age

differential, 젊은 연령 Youth age)은 실제연령보다 자신

을 젊게 지각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며

실제연령에서 인지연령을 뺀 값으로 산정된다(Barak &

Gould., 1985; Hong et al., 2007). Barak and Gould(1985)

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낮게 혹은 높게 인

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동안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낮게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

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상적인 연령은 Barak and Gould(1985)의 연구에서

인지연령을 기반으로 그 개념이 성립되었다.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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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워너비(Wanabe) 연

령이며, 원하는 연령과 비슷한 개념이다(Barak et al.,

2001). 이상적인 연령은 Barak and Gould(1985)의 연구

에서 개인적인 이상적 나이(Personal ideal age)와 일반적

인 이상적 나이(Generic ideal age)로 나누었다(Table 1).

개인적인 이상적 나이는 “만약 당신이 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나이가 가장 되고 싶은가” 답으로 나온 나

이로서, 당신이 가장 되고 싶은 나이(The age you would

most like to be)이며(Barak & Gould, 1985), 일반적인 이

상적 나이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는 몇 세인가”에 대한 답으로 나온 나이로서, 대부

분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Most other people

would like to be)이며 이는 사회문화적인 이상적 나이

(Socio-cultural ideal age)를 말한다.

Barak et al.(2001)은 20세부터 59세까지 미국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것을 좋아하고, 스스

로 그렇게 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Barak et al.(2001)

의 연구는 ‘젊음’을 가장 이상으로 추구하는 미국 사회

의 단면을 확연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사회의 경향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

겨온 한국 사회에까지 유사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어려지고

자’ 하는 사회적 열풍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을 위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이상적 연령과 외모관리

1) 한국 20~30대 의복행동의 시대적 변화양상과 사

회 문화적 원인분석

현재 한국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들이 어려지고 싶음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하다. 이는 최

근에 나타나는 한국의 사회적 경향이며, 예전의 한국사

회, 즉 ‘나이 들어감’을 ‘성숙함’과 ‘존경 받아야 함’ 또

는 ‘덕행’으로 인식했던 때와는 정반대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어른처럼 되고 싶어 하는, 즉 어른처럼 입고 행동하며,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젊은

이들은 어른처럼 존경받고 성숙해보이고자 스스로 나이

들어 보이는 어른들의 스타일링을 모방하였고, 1970년

한 여성지에서는 “아직 젊고 신선한 것이 매력이므로

어른의 서툰 모방은 삼가라. 그러한 스타일은 매력을

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었다(“여성 [Women]”, 1970, p.

55). 1974년 매일경제(“스포티한 차림 유행 [Trend spor-

ty]”, 1974)에서는 젊은이들의 스포티한 차림을 칭찬하

면서 ‘어른을 모방한 대담한 스타일이나 디자인은 오히

려 역효과’라고 하였고, ‘대단한 액세서리나 우수한 천

의 의상은 별 모양이 나지 않고, 젊음의 상징, 젊음의 표

현, 그 자체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러한 빨리 어른

이 되고자하는 젊은이들의 어른 모방경향은 1980년대

역시 계속 이어졌으며,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의 사치풍

조에 물들지 말고 자제하며 분수 있게 살라’(“거울을 잃

어버린 [Second generation (14)]”, 1981)라는 충고들이 이

어졌다.

어른을 모방하려는 경향은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초

반까지 지속되나, 후반부터 점차 달라졌다. 90년대 후반

젊은이들의 풍조는 힙합바지, 배꼽티 등 TV 속 연예인을

따라하는 등, 미디어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어

른들을 여전히 모방하는 모방파와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젊음을 추구하는 개성파로 나뉘게 되었다(“고정관념 벗

어난 개성 [Beauty of personality out]”, 1997). ‘동안’이

라는 말은 2000년 후반부터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동

안이다’, ‘어려 보인다’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칭

찬의 일부처럼 사용되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이미 젊은

청춘임에도 오히려 더 10대처럼 어려지고 싶어 하는 욕

망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20~30대들이 그들의 청춘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연령보다 더 어려지고 싶어

하는 경향의 원인은 그들의 사회문화적 시대변화에 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20~30대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는

그들의 자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인구비율을 높여 놓

았으며, 교육 ·취업 ·결혼 ·경제적 독립 등의 모든 면에

서 높은 경쟁률을 발생시켰다. 1997년 IMF 이후 줄어

든 일자리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넘쳐나는 인력은 늦

은 취업연령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 독립시기도

함께 늦어졌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평균연령도 증가

하여 일하는 중, 노년층의 고용률이 20대를 추월하기까

지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사회진출은 점점 더 힘들어

졌다(“60~64세 고용률 [Old age (60~64) employment]”,

2014). 예전의 20대 후반~30대 초반이라는 ‘결혼적령기’

라는 말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무의미해졌다. 1993년

25.7세이었던 결혼연령은 2013년에는 30.4세로 늦어졌으

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하였다(“서울 거주 여성 [Residence Wome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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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늦어진 취업연령과 사회진출, 경제적 독립 가능한 나

이의 상승, 결혼연령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현재도

충분히 젊은,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현재의 자신의

연령보다 훨씬 더 어려지고 싶어 하면서 ‘젊음숭배’ 욕

망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늙는

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지혜, 여유의 미덕, 덕행으

로 대변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어 추하고’,

‘붕괴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무조건 피해야 할 거부

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예전 70, 80년대에 기성세대

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모방하는 형

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성세대의 모방

의 대상이 된 젊은이들은 자신을 자기의 실제연령보다

더 어려지기 위해 의학적 수술이나 육체적 노력을 서슴

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현 한

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젊음을 숭배하고 있는

지 그 현상을 대변해 준다.

2) 외모관리 행동을 통한 이상적 연령 추구

Kaiser(1990)에 의하면, ‘외모관리’란 개인의 외모에

관계된 모든 관심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말하며, 의복

아이템의 구매와 착용에 이르는 모든 행동들과 생각의

과정 뿐 아니라 운동, 다이어트 등 신체변형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외모관리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을 위해

시각적으로 행하고 계획하며, 그에 관한 행동의 조직

및 조작 일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외모관리 행동

은 이상적인 연령과 인지연령, 차이연령 등 연령에 따

른 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Hilton, 1960; Suh & Ryu,

2008). 또한 Barak and Gould(1985)은 인지연령과 이상

적 연령이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예

를 들어 인지연령과 이상적인 나이가 낮을수록 구매행

동 시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았으며, 구식

으로 옷을 입지 않고 TV나 책이 중요한 매체로 드러났

다고 하였다. Stephens(1991)의 연구에서는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신규브랜드를 시도하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

였으며 신중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Bu(2005)

의 연구에서는 인지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고관

여적 소비태도와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고, Hong et al.

(2007)의 연구에서도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충동구매성

향이 높고 광고에 민감하며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Barak and Gould(1985)의 연구에

서 이상적인 나이의 정의는 인지연령과 원하는 연령을

기반으로 설명되며, 인지연령으로 인한 태도변수와 행

동변수는 이상적인 나이에 의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연령은 이상적인 나

이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어른 모방경향은 1900년대

후반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실제연령보

다 높은 이상적인 연령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이상적인 연령과 외모관

리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설문을

통한 양적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외모관리 행동

에 대한 범위로는 Kaiser(1990)의 ‘외모관리’의 정의를

바탕으로 운동, 다이어트, 옷을 통한 스타일링,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그 분류를 한정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동안열풍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배경탐색을 위해 최근 40년 동안(1970~2014년)의 뉴스

기사(한국경제신문, YTN News, 매일경제신문, 경향신

문, 한겨레신문 등)를 살피고, 그 중 10년 단위로 대표

기사를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실제연령, 인지연령, 이

상적 연령, 차이연령)에 관한 다양한 정의 고찰하고, 젊

음숭배와 외모 및 신체관리 행동, 패션탐색 및 의복행동

을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

어진 SMS 설문을 통해 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MS 설문은 스마트폰을 가진 사

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설문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고 간편하며 전송의 속도가 빨라, 설문의 결

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결과를 수집하기에 용이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글 서베이를 이용하여

링크화된 설문을 대상자에게 SMS로 전송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최종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서울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20~30대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합된

108명의 자료 중,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

하고, 최종 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18명

은 남성, 76명은 여성이고, 20대는 58명 그리고 30대는

36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7점 척도, Likert-

test와 객관식 항목을 병행하였다. 각 설문의 문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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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은 이론적 배경의 <Table 1>에서 고찰된 연령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Confidence of own Appearance(CA), Feel Age(FA),

Ideal Age(IA), Exam of own Appearance from Others(E

AO), Feeling about own Younger Looking(FYL)로 코드

화하여 정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실제연령, 이상적 연령과 외모관리

1) 실제연령에 따른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

실제연령에 따른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 조사결과,

참가자들은 평균 3.02살 정도 어려보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평균

2.02살 어려 보이고 싶어 하였으며, 30대는 평균 4.01살

어려 보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 20대

와 30대 모두 실제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다. 20대는 실제나이보다 1~2살 정도 어려

보이고 싶은 사람이 29명으로 전체의 50.00% 이상을 차

지했고, 현재와 동일한 나이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전

체의 32.76%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30대는 5살 미

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이 26명으로 전체의 72.22%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어려보이고 싶은

정도는 <Table 3>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의 나이와 이상적인 나

이의 차이(Difference age)가 크게 나타난다고 한 Hong

et al.(2007)의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실제연령에 따른 외모관리 추구경향

20대와 30대 모두 실제나이보다 어려보이는 타인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자신에 대한 외모관리를 잘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특히 20대가 30대에

비해 외모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대는 일주

일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외모관리에 시간을 투자하

는 사람이 23명으로 전체의 39.66%를 차지하여 가장 많

았고, 30대는 1시간 미만이 13명으로 전체의 36.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관리 방법으로는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20대는 헤어나 피부 및 메이크업을 통한 외모관리

가 전체의 36.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옷을 통한

스타일링이 29.27%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의 외모관

리 방법은 옷을 통한 스타일링 34.62%로 가장 많은 것

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옷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젊

게 보이고자는 욕망이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20, 30대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옷

의 스타일링을 통해 자신을 더욱 젊고 어려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공된다면, 20~30대 소비자로부터 좋

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실제 소비자들은 옷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의도에서

는 젊어 보이기 위한 옷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

Table 1. Definition of the age concept

Terminology Authors Definition

Chronological age
Barak and Schiffman (1981);

Settersten Jr and Mayer (1997)
The number of years, a person has lived (Barak & Schiffman, 1981).

Cognitive age
Barak and Gould (1985); Bu (2005);

Hong et al. (2007); Stephens (1991)
The age, one perceives themselves to be (Stephens, 1991).

Difference age,

Age differential,

Youth age

Barak and Schiffman (1981);

Barak and Gould (1985);

Hong et al. (2007)

The number of years, a person perceives

themselves to be younger (or older) than their

chronological age (Barak & Gould, 1985).

Ideal age

(Personal/Generic

ideal age)

Barak et al. (1988)
The age, you would most like to be (Personal ideal age).

The age most other people would like to be (Generic ideal age).

Desired age Barak et al. (2001)
1) Feel like age; 2) Look like age;

3) Do like age; 4) Interest like age

Table 2. Quetionnaire to codes

No. Questionnaire codes

Q1_CA Confidence of own Appearance (CA)

Q2_FA Feel Age (FA)

Q3_IA Ideal Age (IA)

Q4_EAO Exam of own Appearance from Others (EAO)

Q5_FYL Feeling about own Younger Looking (F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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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옷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이너들이 옷을 젊은 감각으로 디자

인을 하기보다는 브랜드의 색깔이 확실하게 담긴 디자

인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아이템을 보다 젊어 보이고 돋보이게 스타일링 할 수 있

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외모관리 행동과 스타일 인지 여부에 따른 이

상적 연령 추구경향

1) 외모관리 행동에 따른 이상적 연령 추구경향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그룹’과 ‘외모를 관리하지

않은 두 그룹’ 간에 차이를 외모자신감(Q1_CA), 자신

이 느끼는 연령(Q2_FA), 이상적인 연령(Q3_IA), 타인

으로부터의 외모평가(Q4_EAO) 어려보이고 싶은 욕망

(Q5_FYL)의 5가지 항목에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자

신감’, ‘이상적인 연령’ 항목과 ‘어려보이고 싶은 욕망’

에 관한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

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그룹’(Mean=4.46)은 관리를 하지

않는 그룹(Mean=3.81)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

신감’이 현저하게 높았으며(0.65), 이상적인 연령에 대해

서는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그룹’(Mean=5.22)이 관리

를 하지 않는 그룹(Mean=3.52)에 이상적인 연령이 훨씬

적었으며, ‘어려보이고 싶은 욕망’ 역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그룹’(Mean=5.45)이 관리를 하지 않는 그룹

(Mean=4.26)에 비해<Table 6>, Q5_FYL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19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이에 대하여 느끼는 연령에 대한 항목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그룹이 관리를 하지 않은 그룹

에 비해 0.24 정도 근소하게 어리게 지각하고 있었고, 타

인으로부터의 외모평가에 대해서도 0.31로 근소하게 높

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

를 관리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

는 사람들에 비해, 외모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젊게 인식하고 있

고, 더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스타일 인지 여부에 따른 자신감 및 이상적 연령 추

구경향

실제 옷을 통한 외모관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을 알고 있는 그룹’(Mean=4.52)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르고 있는 그룹’(Mean=3.60)에 비해 <Table

Table 3. Frequency of ideal age distribution depending on age

Age
Below 10 years Below 5 years Below 1-2 years The same age

χ
2

N (%) N (%) N (%) N (%)

20s (N=58) 1 (01.72) 09 (15.52) 29 (50.00) 19 (32.76)
32.621**

30s (N=36) 0 (00.00) 26 (72.22) 09 (25.00) 01 (02.78)

**p<.001

Table 4. Exercise management depending on age

Age
Below 1 hour 1-3 hours 3-5 hours Over 5 hours Non

χ
2

N (%) N (%) N (%) N (%) N (%)

20s (N=58) 09 (15.52) 23 (39.66) 12 (20.69) 13 (22.41) 1 (01.72)
18.507*

30s (N=36) 13 (36.11) 08 (22.22) 08 (22.22) 01 (02.78) 6 (16.67)

*p<.05

Table 5. Appearance management depending on age                                     (Unit: %)

Age
Frequency

Exercise Diet Clothing Hair & skin care

20s (N=58) 21.95 12.20 29.27 36.58

30s (N=36) 30.77 11.54 34.62 23.07

– 473 –



152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3, 2015

7>의 Q1_C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확연하게 높은 자신

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두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p

<.001)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연령은 두 그

룹 모두 실제나이(Mean=3.50)에 가깝게 인지하고 있었

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는 그룹’이 ‘자

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르고 있는 그룹’보다 자신

을 0.42 정도 약간 더 어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상적인 연령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어울

리는 스타일을 모르고 있는 그룹’(Mean=4.83)이 ‘알고

있는 그룹’(Mean=4.33)보다 더 어려보이기는 원하는 욕

망이 높은 것(0.50)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사람들, 즉 외모에 대

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높은 자

신감으로, 좀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스타일링을 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V. 결 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이’의 외모가 되기

위한 욕망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경

과 세대를 넘어 좀더 ‘젊어’ 보이고자 하려는 노력은 자

신의 스타일을 바꾸고, 다이어트나 운동과 같은 신체관

리 행동을 더욱 자극하였으며 극단적으로는 성형 시술

까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스스로 인지연

령을 보다 어리게 만들고, 그에 따라 이상적인 나이로

되기 위한 노력은 Barak et al.(2001)이 언급했던 것처럼

서양문화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유교문화권까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40대와 50대의 중년세대의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을 대변하였던, ‘샹그릴라 신드롬

(Sangri-La syndrome)’(Hilton, 1960; Suh & Ryu, 2008)

은 단순히 노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만의 고민이 아니

며 이제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서도 나

타나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젊은 세대에 따른 이상적 연령 추구 정

도를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실제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본 연구조사에서는 없었

다. 또한 30대(4.01세)가 20대(2.02세)에 비해 어려지고

싶은 이상적인 연령과 실제연령의 차이가 커, 나이가 많

을수록 현재의 나이와 이상적인 나이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난다는 Barak et al.(2001)의 연구를 뒷받침했다. 또한

한국의 20~30대는 실제연령에 비해 좀 더 어려보이고자

하는 이상적인 연령 추구의 노력을 옷을 통한 스타일링

(30대)과 피부 및 메이크업(20대)을 통한 외모관리를 통

해 가장 많이 실현하고 있었다.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주

관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사람들, 즉 외모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갖

고 있었으며,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없

는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20~

30대 젊은이들은 이미 주요 소비구매층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20~30대들은 옷을 통한 스타일링과 외

모관리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젊게 보이고자는 욕망을

실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브랜드들은 그들

의 좀 더 어려지고자 하는 현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전

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제 20~30대

소비자층이 옷을 구매할 때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옷

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반영된 옷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나 연

령에 따른 디자인의 차별화 방법보다는 소비자의 취향

에 보다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각 세대에 맞게 어

울리는 옷’의 개념을 점차 더 모호하게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현 한국 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브랜드의 구분이 점

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점차 연령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의복선택에 영향력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Table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depending on

appearance management

Yes (N=67) No (N=27)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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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_CA 4.46 (1.15) 3.81 (0.92) 2.868**

Q2_FA 3.43 (1.20) 3.67 (1.22) −.797**

Q3_IA 5.22 (1.32) 3.52 (1.55) 5.017**

Q4_EAO 4.79 (1.74) 4.48 (1.45) 1.079**

Q5_FYL 5.45 (1.08) 4.26 (1.35)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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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depending on

style

Q1_CA Mean (S.D.) t

Yes (N=69) 4.52 (1.02)
3.610**

No (N=25) 3.60 (1.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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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젊음추구 경향을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는 연구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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