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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ffec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imag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investigate the differences caused by TV 

involvement and entertainer imitation on the appearance managing behavior. Respondents 

of the survey were 424 college femal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statistical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image among college females were 

composed of 5 factors, which were active image, feminine image, intelligent image, gentle 

image and modern image. Second, college females' self-image influenced on skin 

management behavior, hair management behavior, make-up behavior, clothing behavior and 

weight management behavior significantly. Specifically, as respondents' active image and 

modern image are getting higher, they tend to perform skin management behavior, hair 

management behavior and clothing behavior. As  female students' intellectual image and 

modern image were getting higher, more positive effects were found on make-up behavior. 

As female students' gentle image and active image were getting higher, there was more 

positive effects on weight management behavior. But, female students' self-image didn'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Third, when subjects' TV 

involvement was high, self-image made greater effect on skin management behavi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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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surgery behavior than those with low TV involvement. Forth, when entertainer 

imitation was high, self-image   made greater effects on skin management behavior, hair 

management behavior, clothing behavior, make-up behavior, weight management behavior, 

cosmetic surgery behavior than those with low entertainer management. 

  Key Words : college females(여대생), self-image(자기이미지),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외모관리행동), media involvement(미디어관여), entertainer imitation

               (연예인모방)

Ⅰ. 서 론

  오늘날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외모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외모는 타인

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유용한 시각적 정보로써 타인

의 연령, 직업, 성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외모의 특성으로 인해 외모에 따른 사

회 문화적 압력과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신체

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 취업, 법적 절

차, 배우자 선택 등의 실제 상황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 외모가 중시됨에 따라 사람

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자기향상욕구를 가지게 되었으며,2) 신체에 대한 부

정적 평가와 불만족으로 저하된 자기존중감을 외모

를 향상시킴으로써 높이고자 한다.3) 현대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외모를 향상시

키고자 하는 외모관리행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

비행동 또한 다양한 외모관련분야에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은 심리적·사회적·문

화적요인 및 개인적 상황 등에 향을 받을 수 있

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객관적 

생각과 느낌의 총체4)인 자기이미지는 사람들의 준거

기준에 향을 미쳐 외모관리행동에도 향을 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디어산업의 발달로 노출 빈

도가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는 개인의 사고, 가치, 

태도, 행동 등의 여러 측면에 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TV는 신체, 성형, 

외모 중시 등에 관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 

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기 및 대학생에게 미디어는 중요한 자극이 되며 연

예인 모방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

기이미지와 함께 TV관여도와 연예인모방도는 외모

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변인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자기이미지, 미디어관여, 연예인모방과 외모관리

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기이미지가 외모관

리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TV관여도와 연예인모

방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대생의 자기

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고 둘째,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

는 향에 있어 여대생들의 TV관여도와 연예인모방

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관련 

산업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객의 자기이미지 

특성과 미디어관여 및 연예인 모방성 정도에 따라 

판촉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self image)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

해 가지는 주관적∙ 객관적인 생각과 느낌의 총체로

서,5) 인간행동의 결정인자이다. 개인이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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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자화상인 동시에 남들이 자기에 대해 갖고 있

으리라 생각하는 상이다.6) 개인의 자기이미지는 시

간이 지나면서 발달되며,7) 사람들은 자기이미지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자기이미지의 유형은 자기이미지를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8) 

Aaker는 자아와 상황적 자아로 구분하여, 자아는 실

제적 자기이미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자기를 말한다. 상황적 

자아는 상황에 의해 자아가 향을 받아 변하는 것

을 말한다.9) 자기이미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Sirgy10)는 실제적 자기이미지(actual self-image), 

이상적 자기이미지(ideal self-image), 사회적 자기

이미지(social self-image), 이상적 사회적 자기이미

지(ideal social self-image)로 구분하 다. 

  자기이미지에 관한 마케팅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시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속성만이 구

매결정요인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자기이미지 또한 

제품의 선호도와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재용11)에 따르면 소비자는 실제로 

자신이 가진 이미지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미지, 

그리고 동료집단의 이미지와 부합되게끔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이미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품

을 선택하거나 선호한다고 하 다. 김덕하․김국희12)

의 연구에서 제품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현실적 자기

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일치도가 높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제품 구매 시에 소비자의 자기이미지 일치

도가 향을 주며, 제품 유형에 따라 현실적 자기이

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향력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류현주․홍
금희13)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이미지 집단유형과 실

제 구매 상표이미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정란14)에 따르면 이상적 자

기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고가 브랜

드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관여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원을 사용

하여 외부세계를 인지한다. 이러한 정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 할 수 있다.15) 미디어

(media)란 매체, 매개체, 수단, 특히 문자나 상 등

의 전달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줄임말이다.16) 미디어관여란 소비자행동학 

분야에서 미디어와 제품, 메시지, 상황 등에 대하여 

개인이 부여하게 되는 관심 혹은 중요함의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17) 시대에 따른 미(美, beauty)의 이

미지, 즉 신체모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이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예술 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

파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보편적이고 즉각

적으로 작용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강력하게 전달

되고 있다.18)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대학생 

포함)은 90%이상이 거의 매일 TV를 시청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음악 프로그램과 쇼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렇게 빈번하게 접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

을 지각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비교를 통

해 모방행동을 하게 된다.

  3. 연예인 모방행동

  시각적인 미디어는 우리들의 생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모델링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20)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시대의 패션리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들과 동일시하고자하는 욕구를 나타낸다. 이처럼 미

디어인물과의 동일시로 인하여 모방하게 되는 추구

행동을 연예인 모방행동이라 한다.21) 

  연예인 모방은 대부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선행연구결

과 청소년은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TV광고 수용도

가 높을수록 대중 스타로부터의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상매체와의 밀접한 관

계는 외모관리행동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인기 

TV프로나 가수들의 옷차림은 빠르게 10대들의 패션

에 향을 주며, 청소년들은 모방 심리로 인하여, 

유행을 여과없이 추종하게 된다.22) 연예인 모방이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을 보면, 연예인의 의복

이 구매행동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김지양 · 임은혁 · 전호경 / 여대생의 자기이미지와 미디어관여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

167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10대 청소년들은 

또래 아이돌 연예인을 자신들과 동일시시키고 메이

크업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화장품 충동소비성향과 동조소비행동을 보

이는 것으로 밝혀졌다.24)  

  4.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며, 개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

의 역할과 개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이다.25) 이러한 

표현과정에서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의 여

러 가지 ‘정체성 도구(identity kit)'를 사용하게 된

다.26) William Safire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가 외모문제라고 지적

하 듯이,27) 이제 외모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능력 

평가에도 향을 미치는 사회경쟁력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과거의 개념

과는 달리 오늘날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형성되었다.28) 따

라서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의지

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을 피부관리행동, 헤

어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 체중관리행동, 

미용성형행동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관리행동은 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과정으로 피부가 지닌 기능을 가

능한 완전하게 유지시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

어 젊게 보이는 피부 상태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다.29)30) 둘째, 헤어관리행동은 미적인 측면과 두발관

리라는 건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미적인 측면은 

헤어이미지를 연출해주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적인 측면은 두피 및 머리카락을 건강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31) 셋째, 메이크업행

동은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행하는 표현 기법으

로,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

함으로써 자신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이다.32)33) 넷

째, 의복행동은 사람들의 의복착용 행동과 의복구매 

행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으로 착용자에게 내재하는 

여러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34)35) 다섯째, 체중관리행동은 비만이

나 과다체중인 사람이 체지방량을 감소시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의미한다.36) 여섯째 미용성형행동은 

외모향상을 위한 심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술 및 수술을 포함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자기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디어관여(TV관여도, 연예인모방도)에 

따른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

하 다.

  연구문제 1. 자기이미지 요인은 외모관리행동(활

동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지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TV관여도는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3. 연예인모방도는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용어정의

 1) 자기이미지

  본 연구에서 자기이미지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실제적 자기이미지를 측정하 다. 

자기이미지 측정을 위하여 정지아37), 고아라38)의 연

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패션비즈니스 제17권 2호

168

<Figure 1> Research model

 2) 미디어관여

  미디어관여는 미디어와 제품, 메시지, 상황 등에 

대하여 개인이 부여하게 되는 관심 혹은 중요함의 

정도의 차이이다.39) 본 연구에서 미디어관여란 TV미

디어 관여를 말한다. 미디어관여 측정을 위하여 김

아날리아40)와 김수 41)의 연구를 토대로 TV관여 5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연예인모방

  본 연구에서 연예인모방이란 여대생의 사고, 가치, 

태도, 행동 등에 대한 향력이 큰 연예인에 대한 

모방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아

날리아42)와 김수 43)의 연구를 토대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외모관리행동

  본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

법으로써 메이크업, 의복,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중

관리, 미용성형을 말한다. 외모관리행동 측정을 위

해서 이경숙44), 백수진45), 이주 46), 이미희47)의 연

구를 토대로 6가지 하위차원인 메이크업, 의복행동, 

헤어관리행동, 피부관리행동, 체중관리행동, 미용성

형행동을 측정하는 총 27문항을 구성하 다.

  4.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조사는 2012년 4월 3일부

터 4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45부가 회수

하 다.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21부를 제외한 42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Ⅳ. 연구 분석 및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424명 여대생들의 전공을 살펴보

면 인문․사회 계열이 260명(61.3%)으로 가장 많았으

면 그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이 114명(26.9%)을 차

지하엿다. 월평균 가계총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이 146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108명(25.5%), 

700만원 이상이 81명(19.1%), 나타났다. 한 달 용

돈으로는 40만원 이상 130명(30.7%),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120명(28.3%),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78명(18.4%)으로 나타나 20만원 이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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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들의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1) 자기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여대생의 자기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조사하

기 위해 자기이미지 28문항에 대해 Varimax 회전법

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고유치(eigenvalue) 

1.0이상, 요인 적재치 .40이상, 공통량 .40이상인 요

<Table 1> Factor analysis on self-image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Active 

image

I am active .804

5.064 26.652 .788
I am sociable .791

I am cheerful .769

I stick out in a crowd .620

Feminine

image

I am pure .777

2.250 11.843 .751　
I am feminine .732

I am beautiful .691

I am lovely .534

Intelligent

image

I am reasonable .779

1.885　 9.919 .712　
I am intelligent .725

I am a woman of dignity .665

I am rational .608

Gentle 

image

I am gentle .812

1.380 7.265 .769I am warm-hearted person .805

I am polite .652

Modern 

image

I value an individual .752

1.126 5.929 .648
I am modern .720

I am glamorous .720

I am urban .433

인만을 추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은 활동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지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로 명명하 고, 각 요

인의 신뢰도는 .788, .751, .712, .769, .648로 나타

나 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2)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조사

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27문항을 요인분석

하 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Varimax 회전법과 주

성분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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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이며 요인 적재

치 .40이상, 공통량 .40이상인 6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다. 각 요인은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중

관리행동, 의복행동, 미용성형행동으로 명명하 다. 

<Table 2> Factor analysi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

h's α

Skin 

manage

ment  

I wear skin cosmetics(toner, lotion) only. .707

4.975 21.632 .670

I wear sunblock on a daily basis. .681

I use functional cosmetics for whitening and 

anti-wrinkle purpose.
.614

I apply a facial mask(or massage) at least once 

a week at home.
.564

I use appropriate cosmetics for my skin type. .462

Hair 

manage

ment

I'm interested in trendy hair-style. .710

2.343 10.188 .715

I style my hair with hair-dryer or curling iron 

everyday.
.686

I get perm or hair dye on a regular basis. .662

I go to a beauty parlor for appearance 

management more than once a month.
.653

Weight 

manage

ment

I have been on diet to lose weight. .866

1.833 7.968 .778I have skipped meal to control weight. .774

I do exercise to lose weight(fitness, aerobics, 

jogging etc.).
.741

Clothing

manage

ment

If I like design or color of an item, I buy that , 

regardless of price.
.749

1.408 6.122 .627I tend to buy well known brand. .733

I buy clothes or accessories more than once a 

month.
.558

cosmetic 

surgery 

I have had consultation for cosmetic surgery at 

a clinic.
.885

1.246 5.416 .873

I have had cosmetic surgery. .884

Make-up

manage

ment

I have learned make up at make up institute  or 

take a lesson from a make-up artist.
.808

1.082 4.703 .647I have had a make-up from a make-up artist 

on a special occasion.
.730

I have tried trendy make-up. .474

6개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670, .715, .778, .627, 

.873, .647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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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

  1)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 분석

  여대생의 자기이미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피부관

리행동, 헤어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 체

중관리행동, 미용성형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자기이미지가 외모관리 행

동의 6가지 차원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자기

이미지는 피부관리행동(F=11.417, p<.001), 헤어관

리행동(F=8.881, p<.001), 메이크업행동(F=8.233, 

p<.001), 의복행동(F=25.390, p<.001), 체중관리행

동(F=7.348, p<.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이미지 요인은 미용성형

행동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현대적 이미지(β

=.237, p<.001; β=.220,  p<.001; β=.343, p<.001)

와 활동적 이미지(β=.122, p<.05; β=.162, p<.01; β

=.135, p<.01)요인이 피부관리행동과 헤어관리행동, 

의복행동에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메이크업행동에는 여대생의 현대적 이미지(β

=.177, p<.001)와 지적 이미지(β=.124, p<.05) 요

인이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행동에는 여대생의 활동적 이미지(β=.211, 

p<.001)와 온화한 이미지(β=.106, p<.05)요인이 유

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용성형행동에는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들이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피부

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 

체중관리행동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

하며, 자기이미지에 따라 선호하는 외모관리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황선애4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

    모관리행동에 향을 미칠 때 TV관여도에 따

    른 차이분석

  TV관여도 총 5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

를 검증한 결과 .7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V관여

도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저수준과 고수준으로 분류

하여 각 수준에 따라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

동에 미치는 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피부관리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거나

(F=22.806, p<.001) 낮을 때 (F=23.212, p<.001) 

자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관여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323, 

p<.0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306, p<.001) 자기

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헤어관리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은 여대

생의 자기이미지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TV관여도가 낮은 여대생(F=25.447, 

p<.001)의 자기이미지는 헤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관여도가 낮

은 여대생들일 때(β=.319, p<.001) 자기이미지는 헤

어관리 행동에 31.9%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TV관여도가 높거나 낮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거나

(F=8.827, p<.01) 낮을 때 (F=15.988, p<.001) 자

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관여도가 낮은 여대생들일 때(β=.258, 

p<.001) 높은 여대생들보다(β=.208, p<.01) 자기이

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거나(F=21.176, 

p<.001) 낮을 때 (F=64.471, p<.001) 자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V관여도

가 낮은 여대생들일 때(β=.473, p<.001) 높은 여대

생들보다(β=.312, p<.001) 자기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낮을 때만

(F=19.228, p<.001) 자기이미지가 체중관리행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관여도

가 낮은 여대생들일 때(β=.281, p<.001) 자기이미지

는 28.1% 체중관리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중관리 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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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self-imag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Self-

image

Active image

Skin

management 

.127 .054 .122 2.346*

11.417*** .120

Feminine image .089 .058 .083 1.532

Intelligent image .003 .067 .003 .047

Gentle image .016 .057 .015 .281

Modern image .293 .067 .237 4.391***

Self-

image

Active image

Hair 

management

.195 .063 .162 3.083**

8.861*** .096

Feminine image .035 .068 .028 .512

Intelligent image -.017 .078 -.012 -.224

Gentle image -.072 .067 -.057 -1.079

Modern image .315 .078 .220 4.026***

Self-

image

Active image

Make-up

management 

.113 .067 .089 1.691

8.233*** .090

Feminine image .029 .072 .022 .407

Intelligent image .189 .082 .124 2.299*

Gentle image -.092 .071 -.069 -1.309

Modern image .266 .082 .177 3.221**

Self-

image

Active image

Clothing

management

.147 .053 .135 2.783**

25.390*** .233

Feminine image .096 .057 .085 1.685

Intelligent image .123 .065 .094 1.898

Gentle image -.102 .056 -.088 -1.822

Modern image .444 .065 .343 6.805***

Self-

image

Active image

Weight

management 

.325 .082 .211 3.970***

7.348*** .081

Feminine image -.023 .088 -.014 -.262

Intelligent image -.148 .101 -.080 -1.471

Gentle image .173 .087 .106 2.000*

Modern image .185 .101 .101 1.825

Self-

image

Active image

Cosmetic

surgery

.047 .102 .025 .461

1.923 .022

Feminine image .177 .110 .091 1.603

Intelligent image -.124 .126 -.055 -.990

Gentle image -.082 .108 -.042 -.764

Modern image .244 .126 .110 1.939

Self-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419 .059 .327 7.100*** 50.410*** .10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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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용성형행동에 있어서는 TV관여도가 높을 때만

(F=5.537, p<.05) 자기이미지가 미용성형행동에 유

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관여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166, p<.05)  자기이미지 요

인은 미용성형행동에 16.6%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관여도에 따른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의 미용성형으로 인한 신

체변형태도에 있어서 TV가 정적 향을 미친다는 

오상화, 나은 4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여성시청자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한 

<Table 4> Effects of TV involvement and self-imag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TV involvement

TV involvement(high) TV involvement(low)

β t F R2 β t F R2

Self-

image

Skin

manage

ment 

.323 4.776*** 22.806*** .104 .306 4.818*** 23.212*** .094

Hair

manage

ment 

.127 1.795 3.223 .016 .319 5.045*** 25.447*** .102

Make-up

manage

ment 

.208 2.927** 8.827** .043 .258 3.998*** 15.988*** .067

Clothing

manage

ment 

.312 4.602*** 21.176*** .098 .473 8.029*** 64.471*** .223

Weight

manage

ment 

.120 1.698 2.883 .014 .281 4.385*** 19.228*** .079

Cosmetic

surgery 

behavior

.166 2.353* 5.537* .027 .049 .731 .535 .002

*p<.05, **p<.01, ***p<.001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가 강

화되고 있다는 장준수5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TV관여도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은 헤어관리행동, 체

중관리행동, 미용성형행동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3: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

    모관리행동에 향을 미칠 때 연예인모방도

    에 따른 차이분석

  연예인모방도 총 5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829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를 기준으로 고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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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준으로 분류하 다. 연예인모방도에 따라 자기

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피부관리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을 때

와(F=24.823, p<.001) 낮을 때 (F=16.904, p<.001) 

자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모방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342, 

p<.0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260, p<.001) 자기

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헤어관리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거

나(F=14.002, p<.001) 낮을 때 (F=5.907, p<.05) 

자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s of Entertainer imitation and self-imag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depen
dent 

variable

Depende
nt 

variable

Entertainer imitation 

Entertainer imitation (high) Entertainer imitation (low)

β t F R2 β t F R2

Self-

image

Skin

manage

ment 

.342 4.982*** 24.823*** .117 .260 4.111*** 16.904*** .068

Hair

manage

ment 

.264 3.742*** 14.002*** .070 .157 2.430* 5.907* .025

Make-up

manage

ment 

.230 3.239** 10.489** .053 .209 3.256** 10.600** .044

Clothing

manage

ment 

.437 6.651*** 44.235*** .191 .348 5.667*** 32.114*** .121

Weight

manage

ment 

.208 2.905** 8.441** .138 .178 2.765** 7.647** .032

Cosmetic

surgery 

behavior

.111 1.523 2.320 .012 .036 .556 .309 .001

*p<.05, **p<.01, ***p<.001  

즉 연예인모방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264, 

p<.0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157, p<.05) 자기이

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거나

(F=10.489, p<.01) 낮을 때 (F=10.600, p<.01) 자

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예인모방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

=.230, p<.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209, p<.01) 

자기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복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거

나(F=43.235, p<.001) 낮을 때 (F=32.114, p<.001) 

자기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예인모방도가 높은 여대생들일 때(β=.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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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348, p<.001) 자기

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체중관리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거나

(F=8.441, p<.01) 낮을 때 (F=7.647, p<.01) 자기

이미지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예인모방도가 높은 여대생들은(β=.208, p<.01) 낮은 

여대생들보다(β=.178, p<.01) 자기이미지 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행동에 

있어서는 연예인모방도가 높거나 낮을 때 자기이미

지가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한 이러한 관

계에서 TV관여도와 연예인모방성에 따른 차이를 검

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여대생의 자기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은 총 

5개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지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

로 나타났다. 둘째,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은 외

모관리 행동인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메이크

업행동, 의복행동, 체중관리행동에 각각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활동적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의복행동에 더 긍정적인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대생의 여성적 이

미지, 지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는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의복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지적 이미지, 현대

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메이크업행동에 있어서 더 긍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

성적 이미지, 온화한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는 메이

크업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대생의 온화한 이미지, 활동적 이미지가 높

을수록 체중관리행동에 있어서 더 긍정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적 이미지, 지적 이미

지, 현대적 이미지는 체중관리행동에 유의미한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자기이미

지 요인 또한 미용성형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TV관여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TV관여도 수준이 높은 여대생들의 자기이미지 요인

은 피부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 미용성형

행동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TV관여도가 낮은 여학생들은 피부관리행동, 헤어

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 체중관리행동에 

자기이미지 요인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TV관여도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여대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은 헤어관리행동, 체중관

리행동, 미용성형행동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연예인모방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

과 연예인모방도 수준이 낮은 여대생들보다 높은 여

대생들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피부관리행동, 헤어관

리행동, 의복행동, 메이크업행동, 체중관리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예인모방

을 많이 하는 여대생들은 연예인모방도가 낮은 여대

생들보다 자기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 전반에서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의 자기이미지 요인이 그

들의 외모관리행동에 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TV관여도와 연예인모방도는 여대생들의 자기

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기이미지 요인에 따라 여성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서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오늘날 급성

장하고 있는 외모관련 제품 및 산업의 표적고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을 대

상으로 한 미용관련 산업에서 고객들의 자기이미지

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신뢰를 극대화하고  미용관련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자기

이미지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향을 미칠 때 TV

관여도와 연예인모방도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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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외모관련산업에서 TV관여도 및 연예인모방도가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을 세분화하여 마케팅전략을 

세운다면 보다 효과적인 판촉전략과 광고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를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대생에 한정

하 으므로, 전체 여성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 제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남자대학생에 대한 연구 또한 실행된다면 

더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미지를 실제 본인이 지

각하는 자기이미지를 측정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실제적 자기이미지와 함께 이상적 자기이미지를 조

사한다면 미용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관여의 향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

적이고 강력한 문화도구인 TV미디어를 위주로 하여 

조사하 으나, TV뿐 아니라 여대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잡지, 인터넷, SNS 등의 다양한 미디어의 향

을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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