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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variables influencing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shame an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in individualist culture(Germany) and collectivist culture(Korea, China), that which variable
among individual's physical character(BMI), psychological character(public self-image), and sociocultural pressure has the
biggest influence in each cultu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Germ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
dents had the highest BMI, and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group.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pressure, ideal appearance attitude, body shame, an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were highest in Korea and
lowest in Germany. 2. The variables that affected body shame were powerful in the order of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internalization, BMI, and appearance awareness in the Kore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Chi-
nese group, the order was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internalization,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n the con-
trary, in the German group the order was appearance internalization, appearance awareness, sociocultural pressur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3. The variables that affecte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were powerful in the order of socio-
cultural pressure, body shame, and appearance awareness in the Kore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Chinese
group, the order was sociocultural pressure, body shame, and appearance awareness, and in the German group, the order
was appearance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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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모지상주의로 야기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과 같

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논

의되어 왔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모변경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상업주의와 결탁된 매스미디어

의 영향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여

성의 신체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화시킨다.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슈퍼모델의 지나치

게 날씬한 신체와 V라인의 얼굴윤곽, 서구적인 마스크는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준이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자신의 내적 기준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

(Heinberg, et al., 1995). 이와 같은 기준이 내면화되면 여성들

은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기준에 맞추는 정도를

자신의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그 사회에서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미적 규범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좌

절감과 신체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항간에 논란이 되었던

루저(loser) 파문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남자는 180 cm

이상의 키, 여자는 44 사이즈를 고집하게 됨에 따라(“외모지상

주의”, 2011), 과거 얼굴부위에 그쳤던 성형은 이제는 가슴이나

배, 팔, 허벅지, 다리 같은 신체성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속의 이상적 날씬한 미적 기

준에 맞추기 위해 외모를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손

은정(2007)에 의하면 성형의도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신체

왜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체왜곡이란

신체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지 못하고 변형,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그

에 비하여 박은아(2003)는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지

각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인 BMI가 신체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orbes and Jung(2008)도 실증적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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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그 어떤 사회문화적 이론이나 페미니스트 이론도 개

인의 몸무게만큼 신체 불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신체수치심이나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 즉 개인

심리상태나 신체적 특성인 BMI의 영향력에서 그 영향의 정도

와 파급효과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체면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문화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므로 이

상적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커서 신체수치심과 외모변

경의도가 높을 것이다. 홍금희(2010)에 의하면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문화권에서는 신체수치심에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인 공적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쳤지만, 집단적 자아가 발달한 집단주의문화권에서는 이

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문화적 유

사점만큼이나 다양한 하위문화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데, 김

완석, 김정식(2007)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한

국여대생이 건강보다 외모를 더 중시하며 외모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신체의식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존중감에 대한 신체적 특성과 심

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거나(박은아, 2003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BMI)을 배제한 채 신체수치감나 불만

족도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향력(임숙희,

김교헌, 2009; 홍금희, 2010)을 연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Forbes and Jung(2008)는 신체의식과 신체만족도를 조명함에

있어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BMI)과 심리적 특성(공

적 자기의식), 그리고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수

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차원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변수들 관계에서 개인주의문화

권과 집단주의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같은 집단주의문

화권이라도 국가별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주의문화권으로 독일을, 집단주의문화권으로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을 선정하였다. 독일을 선정한 이유는

EU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이면서 개인의 자

율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이다(고윤

주, 2001). 그리고 중국은 남녀 평등의식이 강한 사회주의국가

이지만 최근 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신체의

식과 외모태도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김완석, 김정식, 2007) 한국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간의 비교문화 연구는 동서양 문화

권 간의 차이는 물론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국가 간의 신체

의식의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글로벌마케팅 시대에 부합되는 문화권에 따른 신체

의식과 패션구매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1.1. 신체적 특성: 체질량지수(BMI)

실제 신장과 몸무게로 계산되는 BMI는 신체불만족도 설명

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Forbes and Jung(2008)은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 몸무게 변수가 신체불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 표본에서 몸무게에 대한 불만족은 다

른 신체특성의 불만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한국표본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자들

은 그 이유로 한국의 평균 BMI가 미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홍금희(2006)의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

한 내면화가 클수록 그리고 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

였다.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BMI가 낮아 더 날씬함에도 불

구하고 30대보다 신체만족도는 낮았다. 따라서 20대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치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

인이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2. 심리적 특성: 공적 자기의식

신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수들 중의 하나가 공적 자기의식이다. 공적 자기의식이란 사

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이나 인상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일반적으로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

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

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Thornton and Maurice(1999)의 연구를 보면 공적 자기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효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신체

불안이 높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홍금희(2010)의 연

구에서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아 신체수치심이 높게 나

타났다. 

2.1.3. 사회문화적 특성: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시대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 TV매체는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를 마치 실

현 가능한 현실적인 신체이미지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가까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학습효과에 의해 주변의 중

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들(가족, 친구, 이성친구 등)도 그

와 같은 압력에 가세하게 된다(Stice et al., 1996). 이들의 사

회문화적 압력은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가치를 확산시키고

이상적 외모규범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

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이상적 미에 가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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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김윤, 황선진(2008)은 미디어, 가

족, 친구에 의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성인여성의 미적 고정관념

의 내면화와 대상화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숙희, 김교헌(2009)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불만족변수를 매개로

하여 폭식경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다 신체불만족이 높고 과도한 다이어트

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접근체계의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날

씬함의 사회적 압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폭식예방교육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날씬한 외모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것이다. Forbes and Jung(2008)은 연구결과 한국여

대생집단이 미국여대생집단보다 중요한 타자들(가족, 이성친구

등)의 이상적 외모기준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압력이 더 커서

신체불만족도가 더 크다고 하였다. 홍금희(2010)의 연구에서도

개인주의문화권보다 집단동조가 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날씬

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더 컸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압

력 중에서는 가족, 친구 및 이성친구의 압력보다 특히 미디어

에 의한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 및 외모변경의도

미디어 속의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인식하여 내면화 할수록 자신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신

체수치심을 느끼고 신체불만족도 높아질 것이다(Heinberg et.

al., 1995; Mckinley & Hyde, 1996). Stice et al.(1994)은 단

순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연관이 높다고 하였

다. 손은정(2007)도 연구결과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사회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높아 신체에 대한 감시가 높았으며, 그

결과 신체왜곡을 통해 성형의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신체

왜곡은 성형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였다. 그리고 홍

금희(2010) 역시 공적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았으며, 이상

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수치심이 높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적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신체수치심을

느끼며 그 결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3. 문화권에 따른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

Sun et al. (2009)에 의하면, 집단주의문화권인 중국에서 공

적 외모는 곧 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행동에 권력지위와

사회의 집단소속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박은아(2003)는 한국

여대생은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신체비만도

(BMI)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

의 시선의식 정도가 미국여대생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다. Jung

and Lee(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들보

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신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Wardle et al. (2006)의 22개국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이미지와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국 여대생들은 이들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몸무게

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완석, 김정식(2007)에 의하면, 한

중일 동아시아 3국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비교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이 3국 중에서도 외모존중감은 가장 높으면서 건강

존중감은 가장 낮아 건강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신체편향성이

가장 높았다. 그에 따라 연구자들은 한국여대생들은 외모를 사

회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신체가치관이 3국 중에

서 가장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집단주의문화권과 개인주의문화권

은 신체의식이나 신체가치관에서 차이가 나며 집단주의문화권

에서도 하위문화권인 나라에 따라 다시 차이가 나는데, 특히 한

국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BMI와 공적 자기

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및 이상적 외모태도가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문화권에 따라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부가적으로 문화권에 따른 외모관리행동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1) BMI(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로 신체비만도를

나타낸다. 계산방법은 몸무게kg/키(m)
2 
이다. BMI가 18.0이하

이면 수척으로, 18.1~24.9이면 정상으로 25.0 이상이면 비만으

로 판정한다. 

2) 공적 자기의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정

도를 말하며, Feningstein et al.(1975)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남들에게 나

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문항이다. Cronbach's α로 계산한 신뢰도계

수는 .77이다. 

3)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미디어, 가족, 친구 및 이성친구

로부터 이상적 외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받는 정도를

말한다. Stice et al. (199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TV나

잡지를 보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나는 가족들(친

구, 이성친구)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총 4문항이다.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4) 이상적 외모태도: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인식하고 내면화

하는 정도를 말한다. Heinbeig et al.(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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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태도 중 외모내면화와 외모인식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외모내면화는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여자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5문항이며, 외모인식은 ‘우

리 문화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매력적인 외모는 매우 중요

하다’,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외모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인식의 신뢰도계수는

.89와 .76이다. 

5) 신체 수치심: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문화적 신체표준과 자

신의 신체를 비교할 때 느끼는 수치심 정도를 말하며,

Mckinley and Hyde(1996)의 측정도구에서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여겨진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

는 .87이다.

6) 외모변경의도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문화적 신체표준에 가깝게 자신의 신

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는 내 외모를 바꾸고 싶다’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계수는 모

두 .75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3. 설문지 조사의 자료 수집과 표본 특성

비교문화연구를 함에 있어 측정도구의 번역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하였다. 독일어

설문지의 경우에 영어, 한국어, 독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

하여 먼저 영어로 된 원문항을 해당 언어로 번역한 다음 이를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문항과 대조하였다. 중국어 설문지

의 경우도 완성된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조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해당 문화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test-retest)를 거친 후에 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양 문화권 모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 집

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3월에 걸쳐 편의표본 추출법으로 한국의 부산지역과 독일의 베

를린 지역, 중국의 청도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결과 독

일 여대생 집단은 총 150부가, 한국여대생 집단은 총 177부,

중국여대생집단은 중국 청도 지역에서 150부가 수집되어 분석

에 사용되었다. 

연령분포는 한국은 18~26세, 중국은 18~24세, 독일은 18~29

세이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국가별 BMI의 비교

세 국가의 평균 키, 몸무게, BMI를 one-way ANOVA검증

을 한 결과 <표 1>과 같다. 세 국가 중, 독일여대생 집단이

몸무게와 키, BMI(20.89)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하여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 간의 BMI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국여대생 집

단이 키가 더 컸다. 

 

4.2.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2>와 같다. BMI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개념들은 모두 p<.001 수준의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공적 자기의식이 높고 이상적 외

모의 인식과 내면화가 클수록 사회문화적 압력도 높았으며 그

에 따라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았다. 이에 비하여

BMI는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사회문화

적 압력과 외모변경의도 변수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BMI가 높을수록 살을 빼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

력을 많이 받았으며 외모변경의도도 높았다. 

4.3. 국가별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

의 영향

국가별 관련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3>의 모든 변수

Table 1. 국가별 BMI의 차이

국가 변수 몸무게 키 BMI

독일 58.91a 167.87a 20.89a

한국 51.37b 161.65c 19.68b

중국 51.68b 163.08b 19.43b

F 값 68.428
***

65.185
***

21.938
***

***
p<.001

Table 2.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BMI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신체 수치심

공적 자기의식 -.04

사회문화적 압력 .24
***

.37
***

이상적 외모내면화 .03 .46
***

.62
***

이상적 외모인식 .03 .29
***

.25
***

.41
***

신체수치심 .05 .28
***

.68
***

.67
***

.32
***

외모변경의도 .16
***

.37
***

.62
***

.65
***

.31
***

.6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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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은 공적 자기의식, 이상적 외모태도와 이상적 신체이

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신체수치심 및 외모변경의도 모

두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중국 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

모인식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독일 여대생집단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독일여대생집단은 날씬한 외모를 이상적 신

체이미지로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날씬한 외모를 자신의 신체이

미지 기준으로 삼고 내면화하는 정도는 중국여대생 집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집단주의문화권의

여대생들이 개인주의문화권의 독일여대생들보다 공적 자기의식

이 높으며 이상적 외모내면화가 더 높고 날씬한 외모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수치심에 대한 BMI,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내면화, 외모인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신체수치심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

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상적

외모내면화, BMI,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중

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공적 자

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개인주의문화권인 독일여대생집단의 신체수치심에 이상적 외

모 내면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Stice

et al. (1994)의 연구에서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것보다는 개

인이 이상적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연관이 높았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집단주의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의 여대생 집단은 사회문

화적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적인 규범에 대한 압력이 크며 그에 따라

자신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체수치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이한 결과로 한국여대생집단은 BMI가 낮을수록 오

히려 신체수치심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홍금희(2006)의 연구

에서 BMI가 낮은 20대가 BMI가 높은 30대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았던 결과와 맥락이 같다. 따라서 BMI가 낮을수록 오히려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치로 인해 신체수치심이 더 높아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여대생집단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이 약하게 신체수치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공적 자

기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신체수치심이 낮아졌는데, 중국여대

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수록 높은 체면의식으

로 오히려 그에 부응하는 외모관리행동을 하여 그 결과 신체수

치심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는 국가별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을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외모변경의도에 독일여대생

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신체수치심, BMI 순으로, 한국여대

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BMI, 이상적 외모내면화 순으로,

중국 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수치심, 이상적 외

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모변경의도 역시 개인주의 문

화권인 독일은 이상적 외모내면화의 영향이 가장 큰 데 비하여,

집단주의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Table 3. 국가별 관련변수들의 차이

 변수

국가
공적 자기의식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사회문화적 압력 신체 수치심 외모변경 의도

독일 11.68c 11.63c 10.43b 7.21c 11.33c 2.52c

한국 15.01a 17.12a 12.17a 11.69a 17.49a 3.85a

중국 13.63b 13.15b 8.77c 9.51b 14.42b 3.24b

F값 77.23
***

70.55
***

85.35
***

57.72
***

74.31
***

67.18
***

 
***

p<.001

Table 4. 국가별 신체수치심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체수치심

독일 한국 중국

β t β t β t

BMI -.05 .79 -.19 -2.59
**

.05 .64

공적자기의식 .24 3.59
***

-.01 -.10 -.18 -2.55
*

사회문화적 압력 .21 3.01
**

.46 5.28
***

.37 4.16
***

이상적 외모내면화 .35 4.74
***

.30 3.74
***

.31 3.74
***

이상적 외모인식 .25 4.03
***

.13 2.01
*

-.11 -1.51

R
2

.51 .45 .35

F값 31.07
***

25.62
***

17.24
***

***
p<.001

 **
p<.01 

*
p<.05

Table 5. 국가별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외모변경의도

독일 한국 중국

β t β t β t

BMI .13 2.04
*

.28 3.59
***

.08 1.05

공적 자기의식 -.09 -1.18 .05 .79 .16 2.28
*

사회문화적 압력 .04 .47 .33 3.36
***

.27 3.04
**

이상적 외모내면화 .49 5.66
***

.27 3.15
**

.15 1.84

이상적 외모인식 -.02 -.34 .12 1.67 .18 2.48
*

신체수치심 .25 2.74
**

-.04 -.50 .20 2.52
*

R
2

.45 .45 .41

F값 19.15
***

19.27
***

18.03
***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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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가장 컸다. 즉 개인주의문화권에서는 외모변경의도

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컸으나, 집단주의문화권에

서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장 영향이 커서 문화권의 특성 상

집단의 미적 규범에 대한 동조 경향이 개인적 특성보다 더 영

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박은아(2003)의 사회문화적 압력을 고

려하지 않고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은 신체존중감에

심리적 변수보다는 신체비만도(BMI)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하

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BMI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심

리적 변수와 신체적 변수 외에 사회문화적 변수도 고려해서 다

차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정확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rbes & Jung, 2008). 

<표5>에서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BMI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독일여대생집단은 BMI보다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이 더 큰 영향을 미쳐, 뚱뚱하다고 해서 외모변경 의

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정

도가 외모변경의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은 BMI가 직접적으로 외모변경

의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여대생집단이 독일여대생

집단보다 더 날씬함에도 불구하고(평균 BMI가 19.68에 불과)

여전히 BMI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자신의 몸무게가 날씬한

신체이미지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MI가 한국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중국여대생집단

의 경우는 BMI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날씬한 신체이미

지의 기준인 키와 몸무게에 대한 집착이 한국여대생집단보다

덜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국가별 외모관리행동

<표6>에서 국가별 외모관리행동을 보면 독일여대생집단이 정

기적인 운동, 유행의복으로 외모관리, 피부관리 항목에서 3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3>에서 독일여대생

집단의 이상적 외모내면화(잡지나 TV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이상적 신체기준으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결과와

는 마치 다른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모관리행동의 항목에

서 보듯이, 이들은 건강한 신체의식을 가지고 운동이나 유행의

복, 피부관리 등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외모관리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슈퍼모델과 같은 극단적인 신체이미

지추구가 아니라 건강증진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신체의식을 반

영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체중조절을 위한 약

물복용이나 성형수술에서 빈도는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여대생집단은 체중조절 약물복

용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모관리에서 3국 중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 역시 한국여대생들은 신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서 건강증진보다 외모증진에 더 집중한다고 한 김완

석, 김정식(2007)의 언급을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신체수치감과 외

모변경의도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3국 중에서 날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미적 기준에 대한 집착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

는 날씬함에 집착하게 하는 미디어, 가족, 친구 등의 사회문화

적 압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여대생집단

도 집단주의문화권의 특성상 공적 자기의식이 높고 서구 자본

주의의 영향을 받아 날씬한 외모에 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한국

만큼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체를 사회경제적 가치

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미의식이 기존의 체면의식과 높은 집

단동조로 인해 날씬한 외모 추구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여대생집단은 건강한

신체의식으로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를 느끼더라도 개

인의 심리적 특성과 태도에 의한 것이지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

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신체적 개성이 보다 존중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개인의 신체적 특성

(BMI)와 심리적 특성(공적 자기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압력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주의문화권(독일)

과 집단주의문화권(한국,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MI는 독일여대생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 중국여

대생 집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태도, 신체수

치심, 외모변경의도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신체수치심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

적 외모인식, 사회문화적 압력, 공적 자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

Table 6. 국가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변수

국가

정기적인

운동
다이어트

유행의복

구입
메이컵 피부관리

체중조절

약물복용
성형수술

독일 4.37a 4.07a 4.73a 4.70a 5.02a 1.02b 1.07b

한국 2.72b 3.21a 4.33b 4.40a 4.37b 1.60a 1.99a

중국 2.97b 2.33c 3.67c 3.15b 3.81c 1.43a 1.07b

F값 48.56
***

45.0
***

17.86
***

30.33
***

20.74
***

14.64
***

41.20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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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외모내면화, BMI,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

으며, 중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공적 자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3. 외모변경의도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신

체수치심, BMI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여대생집단

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순으로, 중국여대생집

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수치심,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4. 외모관리행동은 독일, 한국, 중국 순으로 높았다. 독일은

운동, 유행의복 및 피부관리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였

으나, 한국은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성형수술, 체중조절을 위한

약물복용 등 극단적인 외모관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와 같은 신체

의식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

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

였는데,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는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문화권보

다 집단주의문화권에서는 문화적 특성 상 그 사회에서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미적 규범인 날씬한 외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모를 사회적 관계와 인정의 수단으로 생

각하는 집단주의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에 따라 BMI가 높

은(뚱뚱한) 개인의 신체 특성을 개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

률적인 날씬한 이상적 외모를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집단주의문화권에서 한국과 중국여대생집단 간

의 신체의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변수는 BMI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중국여대생집단은 BMI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여대생집단은 유의한 높은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였다. 실제 한국여대생집단은 수척체형의 비율

이 중국여대생집단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BMI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

듯이 한국여대생들이 44 사이즈와 같은 신체수치를 이상적 체

형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으로 신

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다는 보

기에 좋은 외모증진에 치중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불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방법(극심한 다이어트나 체형수술 등)을 동원해서라

도 소위 위너(winner) 기준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젊은 여성집단의 날씬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관련 전

문가들은 위험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외모지상주의”, 2011).

따라서 타인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집착하

기보다는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이 보다 중요하고, TV매체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체이미지와 외

모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자료수집이 이

루어져 도시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

대해석에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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