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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people are obsessed with fashion, makeup, hair care, weight control, and plastic 
surgery. In order to be 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 and attract attention, they invest so much 
time and money. The core values of many people are influenced heavily by materialism and 
appearance. Belly dancing is effective not only in just weight loss, but it also improves the health 
and corrects body postures like pelvis correction, and it also gives the dancers the pleasure of 
dancing to exotic music. A growing number of women in their 40s or older and senior citizens 
have become maniacs of belly dancing. The studies suggest that the participation in belly dancing 
helps increase life satisfaction and self-respect of the middle aged who often suffer from 
depression. Belly dancing has a strong effect in the life style of the middle-aged women. The 
costume and accessories necessary for belly dancing class  help the participants) focus on the 
dance. These costumes and accessories reflect the desire of the wearer to be recognized in 
society. It is well shown  in belly dancing that “fashion and beauty related services and products 
are used as an indicator to tell social status and position of the wearer as external elements like 
clothes, accessories, and physical appearance and have a highly important effect on interactions 
among people in society as a means of expressing oneself.”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ex-
amine middle-aged women's involvement in fashion and beauty depending on their participation 
in belly dancing. 

Key words: belly dance (벨리댄스), involvement in Beauty(뷰티관여도), 
involvement in Fashion(패션관여도),  middle aged women(중년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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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시대 소비 형태는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로 인한

가치관에서 자기만족과 타인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패션, 메이크업, 헤어, 피부 관리, 체중조절 및 성형

수술 등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시행이 증가되고

있다. 벨리댄스는 다이어트와 골반교정을 포함하여

몸매교정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중진에 효과

적이다. 현재 벨리댄스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특기

교육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40대이후 여성과 노인

사이에서 마니아가 늘고 있는 추세다. 벨리댄스로 인

한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자아실현를 향상시키

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매력적인 신체외모는 긍정적

인 자기 만족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은 웰빙(Well-being)문화로

인한 스포츠 활동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벨리댄스참여에 따른 의상 및 장신구는 춤의 활

용과 집중을 위해 구비해야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아

름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심리가 의상착장

이나 뷰티패션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패션과 뷰티관련 서비스 및 제품을 옷차림이나

장신구, 신체외모 등의 외적인 것들로 착용자의 사회

적 위치와 신분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회생활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이러한

패션 및 뷰티관련 외적인 표출이 중년여성의 벨리댄

스 참여시에 그들이 착장한 벨리 패션관여나 뷰티관

여에 관련 있게 드러나고 있다.

패션관여는 소비자가 패션제품 구매 시 패션에 대

하여 갖는 관심과 중요성으로, 패션에 대한 인식, 지

식, 관심, 커뮤니케이션, 혁신성의 측면들을 포함하며

개인과 패션제품을 연결하는 주요변수이다. 패션관여

는 소비자 개인의 자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여가 높다는 것은 자아와 패션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2)

중년여성이 젊은 여성보다 행복이나 만족감 지수

가 훨씬 높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 재정적인 여력과 함께 구매력을 갖춘 중년층 여

성은 사회적 연분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

한 사교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 벨리댄스 참

여하는 중년여성은 내적 만족과 타인을 의식한 벨리

복장과 미용에 신경을 쓰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

있다. 실제 중년여성의 51%가 다양한 사회모임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년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었으나 중년여성의 라이프스타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벨리댄스 참여에 따른 실

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벨리댄스 의상의 구매주

체가 중년여성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이

었고 온라인패션시장에서도 그들의 소비취향을 반영

한 맞춤벨리댄스복도 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벨리댄스의 높은 분포도를 차지

하고 있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벨리댄스 참여에 따

른 의상구매, 화장시술, 코디연출 같은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도를 조사하여 규명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벨리댄스 패션과 뷰티
벨리(Belly)는 배꼽주의에 복부를 의미한다. 그래

서 배꼽춤이라고도 하는데 벨리댄스의 근원지로 알

려진 이집트에서는 락스 샤키(Raks Sharki), 그 외 중

동지방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오리엔탈 댄스(Oriental

Dance)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4) 벨리댄스는 그리

스, 이집트, 터키 등에서 종교적으로 행해지던 동양

춤으로 여성들의 복부근육과 엉덩이 그리고 가슴의

움직임을 강조하도록 안무되었는데 이 춤의 특징이

벨리의상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벨리댄스 의상(Costume)은 크게 3부류로 나누어

진다. 상의 탑(Top)과 하의(pants or skirt), 그리고

힙스카프(Hip-Scarp)로 이루어져있다. 상의는 볼레로

블라우스나 끈 나시, 브라탑 등 가슴을 강조하는 스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의는 인어스커트나 플레어

스커트같은 햄라인이 풍성한 스타일에서 옆선이 깊

게 오픈되어있는 H-라인 스커트까지 다양하다. 아워

그라스 스타일인 중동 특유의 하렘바지도 상의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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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da Bara,

1914

- A Raqus Sharqi

Magazine, p. 35.

<그림 2> - Belly Divas,

p. 38.

<그림 3> Moria

- http://www.bellydancesuper

stars.com

<그림 4> Samir

- http://www.bellydance

superstars.com/

<그림 5> Belly Dance Costume, 2009

- You Magazine, 28 Sep, p. 63.

에 맞추어 착장하고 있다. 또한 벨리댄스 뷰티는 손

에는 헤너(Henna)를 그리고 이마에는 빈디(Bindy)

를 붙이고 눈화장은 짙은 코올(Khole)이나 스모키

(Smoky)로 눈매를 깊이를 주는 메이크업을 한다. 헤

어스타일은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롱 웨이브 헤어스

타일(Long Wave Hair-style)을 주로 하는데 이는

집시나 사제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표출이기도 하였

다. 현대에 들어서 네일컬러링(Nail coloring)을 의상

색상에 맞추어서 연출한다.

<그림 1>5)은 Theda Bara가 Bra Top과 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동양적 춤과 짙은 화장은

벨리 연출을 보여준다.

<그림 2>6)은 하렘가의 한 장면으로 코올메이크업

한 이집트 여인은 벨리메이크업의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그림 3>7)은 벨리댄스 슈퍼스타 중 모리스는 콧

잔등에 오브제를 붙여 남들과 다르면서 독특한 메이

크업을 한다.

<그림 4>8)은 벨리댄스 슈퍼스타 남성벨리댄서로

여성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양성적인 외모로 벨리

춤을 추며 짙고 두꺼운 검정 아이홀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림 5>9)은 세계유명 벨리댄서들의 패션과 뷰티

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작업을 하였다.

2. 중년여성의 개념 및 라이프스타일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여성의 개념을 알아본다

면, 김정엽외 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중년여성의 연령

기준을 제시하였다<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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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연령 발달과정 및 심리적·신체적 특징

김정엽 40~60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

윤진 40~50 생산성 대 자아 탐익의 과업을 성취

김옥수 40~60 성숙기, 결실단계, 자기가치관 재정립, 생활안정, 자아실현, 건강의 욕구 증가

Having hurst 30~60 사회적 영향력 절정, 생물학적 노화

김종서 외 3인 35~60 자녀양육, 부모 모시기, 사회적 지위에 맞는 역할, 여가활용

전찬례 40~60 사회적 안정, 개인성숙의 황금기, 상실감과 무의미

- http://journal.women-health-nursing.or.kr

<표 1> 중년여성의 개념과 연령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여성은 자녀양육이나 결

혼을 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감각적 소비패턴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간접적인 사회생활과 개인생

활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30대 중반에서 60

대 초반으로 개념정의를 한다.

중년여성은 주위의 기대에서 자유로우며 자기 본

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내

적 힘이 강하다. 현대 중년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하며 주위를 관철시키며 자신의 경제활동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중년여성은

예전에 하던 취미활동을 되살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

우는 등 생산적인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사

회적 연분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교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벨리댄스를 통한

중년여성은 자신의 존재의 기쁨을 느끼며 하고자 하

는 일에 대한 통제권과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내적

만족감을 누리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3. 벨리댄스 패션관여도
관여도는 개인, 제품, 대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

정되는 변수라는 것을 가리킨다. 관여도란 박현주 ․

박숙현11)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

한 개인의 관련성 혹은 중요성 지각 정도를 의미한

다. 고(高)관여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복의 경우

관여도가 소비자의 중요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

는 제품에 높게 관여되며 또한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하여 높게 관여된

다. 과정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상황의 자극에 의하여

야기되는 개인에게 지각된 의류제품에 대한 중요성

이나 관심의 수준으로 정의 행동적 관점에서는 의복

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패션관여도란 의복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이 패션관여도는 의복 구매시 특정 상황

에 있어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관련되거나 자아와

관련된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준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4. 벨리댄스 뷰티관여도
김해정12)에 따르면, 미에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는데, 내적인 면에 비해 외적인 면은 다른 사

람들에게 보여 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

교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외모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외

모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뷰티관여도란 신체적 미를 비롯하여 화장품, 헤어스

타일 제품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외

모를 관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지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또한 현대사회

에 만연하고 있는 성형중독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몸

매관리는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며 사회의 미적 기

준과 그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

해 뷰티관리행동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13)

이상과 같이 뷰티관여도는 사회적 이상형과 자신의

실제 외모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메이크업, 피부관

리, 헤어연출, 성형수술, 체중관리들의 수단을 활용하

여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과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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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적집단 면접법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벨리댄스 참여도(참여 횟수, 시간, 경력)를 살

펴본다.

2) 벨리댄스 경력에 따른 패션 구매행동(구매처,

소유벌수)을 살펴본다.

3) 벨리댄스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도의 요인분석

을 살펴본다.

4) 벨리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도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본다.

2. 연구방법
벨리댄스 뷰티패션관여도에 대한 측정 문항 이 없

는 관계로 측정을 위해 관찰법과 심층 면접법을 실

시하였다.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을 걸쳐 1차

데이터 사전 조사를 위해 관찰법을 실시하였다. 관찰

법에 따른 패션· 뷰티 스타일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소비자 정보를 얻기 위한 수집방법으로 2차적으로

표적 집단 면접법을 2011년 5월 11일에 실시하여

양천구민체육센터 벨리댄스, 40대 초반~60대중반 총

8명을 대상자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주 단어(Key

Word)는 벨리패션 · 벨리뷰티(Belly Fashion ·

Belly Beauty)로 다양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

였고 그 결과 <표 3>로 정리되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2011년 5월~6월 서울, 경기, 대구 등에 거주하는

30대~60대 구민체육 센터 (양천, 강서, 대전, 압구정,

평택, 강남, 인천) 에서 벨리댄스 수업을 참여 하는

중년 여성 133명을 임의표집으로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와 10대~20대중반

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선 행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

하였다. 문항의 평가는 5단계 Likert 척도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패션관여도에 대한 문항은 박현주 · 박수

현14), 이영선15), 김인화16), 정은숙 · 김지선17)를 참고

하였고 뷰티관여도는 박현주 · 박수현18), 김해정1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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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tyle

Case
Fashion Beauty

패션/

개성

중시형

Bra-Top(인조보석

장식-비즈,

스팽클)

Harem pants

Mermaid skirt

Flare Skirt

Vivid tone

Hair: Wave Farm ,

accessories

Makeup: Day Full

m/u

Nail Art: costume

match nail-coloring

고가/

독특

선호형

유닉크/ 직수입품

독특한 힙 스카프

이국적 프린트염색

온화& 고급스런

중간 톤의 색상

Neckless 착용

Hair: Long straight

(All back)

Makeup: Spark-pearl

or Natural make-up

Nail Art: nude tone

or french style

무난/

동조형

Normal wear

나시 T, 볼레로

블라우스

주변의식, 무난한

의상 착장

Hair: normal (평상시)

Makeup: no-makeup

or B.B Cream

Nail Art: no

- 필자촬영20)

<표 2> 관찰법에 따른 패션· 뷰티 스타일

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패션 관여도

12문항, 뷰티관여도 10문항, 참여도 3문항, 인구 통계

적 변인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자료 분석은 SPSS 1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분석방법 으로는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ANOVA 등 이 사용되었다.

Ⅲ. 분석결과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대를 살펴보

면 29세가 20대로 0.8%, 30세~39세가 30대로 25%,

40세~49세가 40대로 38.3%, 50세~59세가 50대로

33.3%, 60세~69세가 60대로 2.5%로 나타났다. 본 설

문대상자는 40대가 가장 높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

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13.3%,기혼이 104명으

로 86.7%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32.5%), 전문대

졸(18.3%),대졸(45.8%),대학원졸(3.3%)로 대졸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

(63.3%)가 가장 많았고 직장인(30.8%),학생 및 무직

(3.3%), 공무원(2.5%)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에서

는 간호사 3명, 강사 5명, 피부관리사 4명, 인터넷쇼

핑몰 및 사업가가 2명, 보험설계사 2명, 증권사 1명,

사무직 20명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26.7%)로 많

았고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20.0%),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17.5%), 100만원이하(13.3%), 500만원

이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85.7%),

평택· 경기(7.5%), 대전(6.8%)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적 특성은 <표 4>로 정리된다.

벨리댄스 참여정도를 알아보면 먼저, 벨리댄스 참

여 횟수는 일주일에 2~3일(76.6%)로 가장 많이 나

타났고 일주일에 4~5일(10.8%), 일주일에 1일(5.0%),

매일(4.2%), 한달에 1~2일(2.5%), 기타(0.8%)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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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19세~29세 1(0.8%)

직업

주부 76(63.3%)

30세~39세 30(25%) 공무원 3(2.5%)

40세~49세 46(38.3%) 직장인 37(30.8%)

50세~59세 40(33.3%) 학생

무직
4(3.3%)

60세~69세 3(2.5%)

결혼여부
미혼 16(13.3%)

월수입

100만원이하 16(13.3%)

기혼 104(86.7%) 100이상~200만원이하 32(26.7%)

학력

고졸이하 39(32.5) 200이상~300만원이하 24(20.0%)

전문대졸 22(18.3%) 300이상~400만원이하 21(17.5%)

대학교졸 55(45.8%) 400이상~500만원이하 13(10.8%)

대학원졸이상 4(3.3%) 500만원이상 14(11.7%)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의상

소유

벌수

1~ 5벌 69(57.5%)

의상

구매처

시장(남대문) 29(24.2%)

6~ 10벌 24(20.0%) 직수입 3(2.5%)

11~19벌 16(13.3%) 인터넷 45(37.5%)

20벌이상 5(4.2%) 지인 35(29.2%)

기타 6(5.0%) 기타 8(6.7%)

<표 6> 벨리댄스 의상 소유 벌수 및 의상구매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참여

횟수

매일 5(4.2%)

참여

시간

30분~ 50분 24(18.0%)
일주일 4~5일 13(10.8%)

일주일에 2~3일 92(76.7%)
1~1시간 30분 18(62.4%)

일주일에 1일 6(5.0%)

한달에 1~2일 3(2.5%)
2시간 이상 13(9.8%)

기타 1(0.8%)

<표 5> 벨리댄스 참여횟수 및 시간

으로 나타났다. 벨리댄스 1회시 참가시간은 1시간~1

시간 30분(62.4%)로 가장 많았고 30분~50분(18.0%),

2시간이상(9.8%)로 나타났다. 벨리댄스 경력을 크게

3분류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벨리댄스 의상벌수는 1~5벌(57.5%)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6~10벌(20%), 11~19벌(13.3%), 20벌 이

상(4.2%)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소유의상벌수가 50벌이상자（２％)가 있

었고 의상벌수가 0벌(３％)로 하나도 구비되지 않은

자도 있었다. 의상구매처로는 인터넷(37.5%) 구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변 지인(29.2%), 동대문

이나 남대문시장(29%) 구매하는 순으로 나타내었다.

2. 벨리댄스 경력에 따른 구매처와 의상벌수
벨리댄스 경력을 크게 3 분류 로 나누어서 그룹명

을 명명하여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중급 그룹이 가장 높은 41.4%를 차지하였다. 벨리댄

스 참여경력에 따른 구매처와 의상 벌수를 F-test

(ANOVA)를 통해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벨리경력을 3 그룹으로 나

누어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벨리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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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벨리경력 빈도 그룹명

경력별

1~12개월 41(30.8%) 초급

13~36개월 1.92a 중급

37~72개월 1.60a 고급

<표 7> 벨리경력 분류

벨리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

1~12개월 41 3.24a 1.22

5.22*13~36개월 55 2.96a 1.01

37~72개월 24 2.25b 1.39

*P<.05 a, ab, a= Duncan test

<표 8> 벨리경력에 따른 구매처

벨리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

1~12개월 41 1.98a 1.49

1.4813~36개월 55 1.92a 0.81

37~72개월 24 1.60a 1.06

*P<.05 a, ab, a= Duncan test

<표 9> 참여도에 따른 의상벌수

따른 의상 구매처는 <표 8>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벨리경력에 따른 의상벌수

는 <표 9>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벨리댄스 패션관여도 요인분석
벨리댄스 패션관여도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1 요인은 벨리댄스 의상 착용이 춤의 집중력을 높

이고 자신감을 위해 연출하며 건강하고 섹시 해 보

이는 만족감으로 의상을 착용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효율만족성’이라고 명명 하였으며 27.28%로 가

장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요인은 벨리댄스 의상에 액세서리 코디 연출 을

하고, 타인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 착용 한다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개성 연출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

명력은 20. 82%로 나타났다.

3 요인은 주변동료와 동조된 의상을 착용하거나

벨리강사를 모방하는 의상 스타일을 한다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모방동조성’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력

은 12.23%로 나타났다.

효율만족의 요인은 “벨리의상을 착용함으로서 집

중력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문항(.792)이 가장 많

았고 개성연출의 요인에서는 “벨리댄스 의상에 맞춰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는 문항(.742)로 가장 많았고,

모방동조요인은 “주변 동료들 의상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859)로 가

장 많았다. 효율만족의 요인 신뢰도(.821)는 개성연

출(.673)과 모방동조(.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벨리댄스 뷰티관여도 요인분석
벨리댄스 뷰티관여도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1 요인은 성형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고

사회적 대인관계, 섹시해보이기 위해서 메이크업, 헤

어스타일, 네일아트를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외

모지향성’이라 명하였으며 30.81%로 가장 설명력 있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형 및 외모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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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

분산
신뢰도

효율

만족

벨리의상을 착용함으로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벨리의상을 입으면 내가 건강하고 섹시하다고 만족감을 얻는다.

벨리의상은 벨리댄스 참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이쁜 벨리의상으로 남의 주목을 받고 싶다.

.792

.769

.761

.742

- -

.699

.673

.630

.641

.821

개성

연출

벨리댄스의상에 맞춰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다른사람들이 입는것과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는 편이다.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방문해서 이쁜 것이 있으면 구매한다.

나의 체형을 보완해주는 여성스러운 벨리옷을 입는다.

-

.745

.677

.660

.641

-

.640

.556

.451

.446

.673

모방

동조

주변 동료들 의상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벨리강사의 의상을 보고 유사한 옷을 입고 싶다.
- -

.859

.558

.754

.541
.345

고유치

설명력(%)

누적설명력(%)

2.73

27.28

27.28

2.08

20.82

48.09

1.22

12.23

60.33

- -

<표 10> 벨리댄스 패션관여도의 요인 분석

요인명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

분산
신뢰도

외모

지향

벨리댄스로 인해 외모나 성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벨리댄스는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관계의 자신감도 하였다.

네일아트를 꼭 하고 벨리댄스를 한다.

헤어스타일에 연출하고 벨리댄스를 참여한다.

여성스러운 긴머리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벨리댄스를 한다.

자신을 더 섹시해보이기 위해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를 연출하고

벨리댄스 참여한다.

.756

.739

.700

.639

.622

.539

-

.632

.654

.580

.738

.657

.835

화장

지향

외출할 때 하는 풀(Full) 메이크업을 하고 벨리댄스를 참여한다.

평소와 다른 과감한 메이크업을 하고 벨리댄스 참여를 하기도 한다.

벨리 댄스 참여시 메이크업(화장)을 꼭 한다.

-

.892

.571

.514

.808

.597

.638

.719

고유치

설명력(%)

누적설명력(%)

3.08

30.81

30.81

2.04

20.40

15.21

- -

<표 11> 벨리댄스 뷰티관여도의 요인 분석

행동이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외모

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얼굴 모습, 의복, 화장, 액세서리,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다. 고애란 · 이수경21)은 자신

의 가치로 수용한 사회의 미적 표준에 부합하기 위

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능동적인 성향을 갖

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피부관리,

다이어트, 운동, 화장품 사용, 의복 착용과 같은 외모

관리행동을 촉진시킨다. 미용성형(Aesthetic Plastic

Surgery)은 오늘날 태어난 신체적 조건을 더욱 아름

답게 변형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을

회복하는 외모 관리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유창조 ·

정혜은22)의 연구에서 여성은 성형을 통한 외모변화

가 자존심을 높이고 이러한 자존심의 향상으로 사회

적으로 당당함, 지위 상승 인식 및 심리적 만족을 초

래한다고 입증하였다.

2 요인은 화장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고 참여하

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화장지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피부전문의 우종형 박사는 헬스클럽이나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여성들의 경우 화장을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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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의상 착용으로 집중력과 자신감

벨리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

초급 (1~12M) 41 4.15a 0.65

4.33*중급 (13~36M) 55 3.64ab 1.04

고급 (37~72M) 24 3.58b 1.06

* P<.05 a, ab, a= Scheffe test

<표 12> 벨리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 - 효율만족성 요인

이상적인 벨리강사 의상의 모방

벨리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

초급 (1~12M) 41 3.61b 0.92

2.02*중급 (13~36M) 55 3.78ab 0.83

고급 (37~72M) 24 4.04a 0.85

* P<.05 a, ab, a= Duncan test

<표 13> 벨리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 - 모방동조성 요인

운동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땀과 함께 노폐물도 배

출되어 피부트러블 유발하여 피부건강을 해칠 수 있

으므로 운동할 때는 화장을 지우고 할 것을 당부하

고 있지만23), 자기만족과 타인의 시선으로 의식하여

화장을 꼭 하고 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장지향성

요인은 외출을 위해 화장하듯이 꼼꼼하게 하거나 과

감한 메이크업 시도하면서 메이크업을 필수로 꼭 하

고 벨리댄스 참여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력은 20.40%로 나타났다.

외모지향의 요인은 “벨리댄스 참여 하면서 성형이

나 외모에 더욱 신경을 되었다.”는 문항(.756)이 가

장 높았고 화장지향의 요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

게 외출시 메이크업을 하고 벨리댄스를 참여한다.”는

문항(.89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벨리댄스 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도

벨리댄스 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패

션관여도에서의 하위요인으로 효율만족의 구성 중

벨리의상을 착용함으로서 춤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

감을 얻게 된다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사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초급 평균(4.15)이 고급 평균(3.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벨리댄스 초급자들은 벨리의상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연구결과 밝힐 수 있었

다<표 12>.

또한 패션관여도에서 모방동조성 하위요인에서 이

상적인 벨리강사 의상을 보고 유사한 옷을 입고 싶

다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급 평균

(3.61)보다 고급 평균(4.04)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롤모델인 프로강사의 의상으로 영향을 받고

유사한 의상을 갖추기를 원하는 고급자들이 많으며

이들의 취향이 이상적인 강사와 유사한 의상으로 많

이 소비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벨리댄스 패션관여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벨리댄스 뷰

티관여도의 하위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표 13>.

Ⅳ. 결론
현대문명의 발달과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경제적 여건으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웰빙문화

가 일반대중의 스포츠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벨리

댄스는 성인여성의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우울

증 해소 및 몸매교정 효과와 자신감 및 사회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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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중년 여성 자신의 본질적 즐거움에 대해 만

족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벨

리댄스 참여하는 중년여성이 외모관리행동으로 벨리

댄스 패션구매와 연출 그리고 뷰티에도 많은 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년여성의 벨리댄스 패션

관여도과 뷰티관여도에 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벨리댄스 참여 횟수는 일주일에

2~3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가 시간은 1시간~

1시간 30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벨리 경력은

13~36개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벨리댄스 패션 구매처는 인터넷에서 구입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벨리의상 1~5벌

정도로 소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벨리

경력에 따른 구매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벨리경력에 따른 소유 벌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벨리댄스 패션관여도는 효율만족성, 개성연

출성, 모방동조성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뷰

티관여도는 외모지향성, 화장지향성 이라는 2개의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패션관여도 1요인은 벨리댄스 의상 착용이 춤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위해 연출하며 건강 하고

섹시해 보이는 만족감으로 의상을 착용 하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효율만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27.28%

로 가장 설명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요인은 벨리댄스 의상에 액세서리 코디연출을

하고, 타인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 착용한다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개성연출’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력

은 20.82%로 나타났다.

3 요인은 주변동료와 동조된 의상을 착용하거나

벨리강사를 모방하는 의상스타일을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방동조성’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설명력

은 12.23%로 나타났다.

벨리댄스 참여에 따른 뷰티관여도의 결과,

1 요인은 성형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 사회적 대

인관계, 섹시해보이기 위해서 벨리댄스 참여에 뷰티

행동을 하는 ‘외모지향성’이란 요인이 나타났다.

2 요인은 평소 외출을 위한 메이크업을 하고 벨리

댄스에 참여하기도 하며 과감한 스모키 (Smoky)

메이크업과 같이 강한 메이크업도 시도하며 화장을

필수로 꼭 하고 벨리댄스 참여한다는 ‘화장지향성’

요인이 나타났다.

따라서 벨리댄스 패션관여도& 뷰티 관여도의 효

율 만족성과 외모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벨리댄스에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상스타일

및 디자인 개발과 외모를 더욱 돋보이도록 도와주는

벨리 의상과 관련하여 미용뷰티에 따른 마케팅이 시

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벨리경력에 따른 패션관여도와 뷰티관여 도

를 살펴본 결과, 패션 관여도의 하위요인인 효율만족

성과 모방동조성은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뷰티 관여도에서는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의 현대적 흐름에 맞추어

웰빙문화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능하게 하는 벨

리댄스의 중년여성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데 의의가 있다. 벨리 댄스 관련 패션소비자

인 중년여성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패션관여를 직관

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의 구체적인 방안

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120명 대상으로 임의 표집집

단으로 서울, 대전, 경기권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중년여성으로 확대해

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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