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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the perceived body ima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as well as
explains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esteem, body cathexis, body image and fashion leadership based on nationality
and body. The sense of fashion leadership affected by these factors was also analyzed. A high ratio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as obese compared to actual body physique. It was shown that body was highly
distorted. They showed a comparatively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in contrast to their high interest in their
appearance and weight. Thin bodied individuals showed a high level of self-esteem and body cathexis; however, persons
with an obese body showed a low level of body cathexis. They showed high interest in appearance regardless of body phy-
sique; however, they remain un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 Individuals with an obese body and a standard somatotype
showed a high concern with weight. A high fashion opinion leadership was reciprocal to a high interest in appearanc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Korean female students showe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fashion opinion leadership
through body cathexis, self-esteem, interest in appearance,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A thin body showed a pos-
itive effect on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an obese body had a negative effect. Fashion innovativeness was directly
influenced persons with a high degree of self-esteem and interest in appearance. Japanese female students were directly
affected by fashion innovativeness; however, Korean female students were indirectly affected by fashion innovativeness
through self-esteem and interest in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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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 및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서구적

미의식이 형성되면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이 서구화된 신체적

외모로 바뀌고 외모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일반

적으로 외모에는 많은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의 외모를

통해 성별, 지위, 경제력, 직업 등을 판단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신체와 외모는 대인지각 시 후광효과로 작용하여 개인의 다른

능력과 특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모는 상대

방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증가시켜 외모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편, 지나치게 크고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일반화된 가운데 자신의 체형을 지나치게 왜곡하

여 판단함으로서 이상적인 체형과 인지체형의 차이가 커지고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자신 및 상대방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체형을 포함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성형수술이나 심각

한 다이어트 등으로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

작용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비만체형인 경우 신체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져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지장을 주기

도 한다. 의복은 자신감이 없는 체형의 단점을 감추거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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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또한 심

리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생

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이

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므로, 유행

하는 의복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유사해 보이게 하거나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신체만족도 및 신

체이미지는 유행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을 선택할 때 체형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의복행동 연구에서 체형 및 신체이미지와 관

련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신체 및 외모관련

변인을 자아존중감과 연관시킨 연구(Chung, 2003; Fujiwara,

1986; Jeon & Lee, 2003), 신체이미지를 변인으로 사용한 연

구(Hong, 2006; Lee & Han, 2007; Song & Kim, 2005)를

통해 체형인식 및 신체이미지 등은 의복연구에 중요한 변인으

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체형 및 신체만족도를 문화 간 비교한

연구(Nam & Lee, 2001; Park, 2000; Park et al., 2004)를

통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체형 및 외모

관련 변인에 따른 의복유행 현상을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개념은 매우 주

관적이며 이상적인 미의 기준도 문화적인 환경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생

활환경, 가치관 등 문화 전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체형인식과 신체이미지 및 의복 유행을 수용하는 태

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체형을 비교하고, 국가 및 체형

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 및 유행선도력

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체형인식과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

체형을 평가하는 측면에는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체형, 실

제 계측치나 타인의 판단에 의한 객관적 체형, 사회, 문화적 가

치기준 등에 의해 변화되는 이상적 체형 이 있다.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갖고 있으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

고,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u & Choo, 1996;

Nam & Lee, 2001). Jacobi(1994)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이미지의 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지각하

고 있었다. 

체형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비교한 Nam

and Lee(2001)와 Park(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 여대생

모두 신체계측치가 크고 길수록 만족하고 한국여대생은 미국여

대생보다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한국여대생은 하반신

항목에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이었다. Park et al.(2004)의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

한 연구에서 두 나라 모두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하체 굵기와 비만 관련 항목에 대한 불만이 높았

다. 그리고 한국, 일본여대생 모두 마른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생

각하였으며, 한국여대생은 키가 크고 마른 몸매를, 일본여대생

은 말랐지만 볼륨감 있는 몸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이상체형 및 체형인식에 차

이를 보여 미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신체만

족 여부가 의복으로 옮겨져 자아존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

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 줄 수 있다(Sontag & Schlater, 1982).

신체만족도는 외모매력 정도가 크고, 신체비만도 지수(BMI)가

낮을수록(Hong, 2006),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마를수록, 나이가

젊고 체형이 날씬할수록(Shim & Park, 2007) 높게 나타났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외모관리 행동, 부의 상징,

쇼핑습관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Song and Kim

(2005)은 실제체형보다 인식된 체형이 더 중요하게 인지된다고

하였고, 자신을 마른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자아개념과 의복과시

성이 높다고 하였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가치와 자기 수용정도를 포함한 자

신에 대한 느낌으로 자기개념들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

에 대한 자기 평가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Baumeister,

1994).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발전과 증진을 기대하며 자신

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표출한다(Moon & Yoo, 2003).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은 자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므로 신

체외모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은 자아에 대해 만족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난

다(Hwang & Yoo,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대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도 높았으며(Ford & Drake, 1982), 자아존중

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이 높게

나타났다(Chung & Lee, 2007). 

Jeon and Lee(2003)와 Moon and Yoo(2003)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경우 유행성을 추구한다고 하였고, Fujiwara(1986)는

자아존중감이 강한 여성이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기에 의복을 채택하며 자기다움의 표출과 동시에 새로

운 스타일을 중요시하므로 유행하는 의복을 다른 사람보다 먼

저 착용한다고 하였다. Shin and Ryoo(2005)는 사회적 자아존

중감이 높은 집단이 패션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의복과 외모는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거나 표현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의복행동의 표현으로 유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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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2.3. 유행선도력

의복은 유행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며 유행을 선도해

가고 있다. 

유행선도력이란 유행과정에 있어서 혁신적 상품의 수용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힘으로, 유행선도력을 혁

신성과 의사선도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

성은 개인이 혁신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그 사회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정도를 말하며, 의견선도력

은 개인이 그 사회 조직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혁신에 관한

정보제공과 충고를 하여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비형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as cited in Kim & Jin, 2010). 유행

선도력이 높은 유행선도자들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

제품을 먼저 구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조언과 정보

제공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Hong & Liu, 2009). 유행혁신

자는 새로운 스타일을 초기에 구입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스타

일을 보여주는 시각적 전달자의 역할을 하므로 가시성이 높은

의복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집단이다(Cho & Koh, 2001b). 유

행의견선도자는 새로운 유행스타일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전달

하는 인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유행정보와 충고를 유

포시킴과 동시에 높은 판매 잠재성을 가지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e, 1987). 이와 같이 유행과정에서 유행선도자인 유

행혁신자와 유행의견선도자의 역할은 신제품 도입과 마케팅 전

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ho and Koh(2001b)는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 세분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추구혜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유행혁신성

및 유행의견선도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유행의복품목 소유 및

유행활동 경험의 유행선택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종자 및 무

관심 집단에 비해 의복 구입비와 구입량이 많다고 하였다.

신체 및 외모변인을 유행과 관련시킨 연구에서 남녀대학생

중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

으로 의복에 더 의존하며(Song, 1998), 의복과 외모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을 끌기 위해 유행

하는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Shim & Koh, 1997). 또한

Youn et al.(2009)에 따르면 신체이미지와 의복관여는 유행의견

선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이미지는 의복관여를 매

개로 유행혁신성에 유의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3.2.1. 체형인식과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

체형을 객관적인 체형과 주관적인 체형으로 구분하여, 객관

적인 체형은 피험자에게 키와 몸무게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BMI(kg/m
2
)지수를 산출하였다. BMI 분류기준(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 의해 BMI지수가 18.5미만이면 마

른체형, 18.5~24.9이면 표준체형, 25.0이상이면 비만체형으로 분

류하였다. 주관적인 체형은 피험자가 인지하는 본인의 체형을

매우 마른, 마른, 표준, 비만, 매우 비만의 5단계로 하여 매우

마른, 마른은 마른체형, 비만, 매우 비만은 비만체형, 그리고 표

준체형으로 분류하였다.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체형이 측

정치인 객관적인 체형보다 의복관련 변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는 선행연구(Nam & Lee, 2001)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체형

인식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신체만족도는 Shim et al.(1991)의 문항

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10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등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주관적인 이

미지를 의미한다. 신체이미지는 Cho and Koh(2001a)와 Hong

(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

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

고 7점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3.2.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가치와 자기

수용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내적 일관성

이 높은 Rosenberg(1979)의 척도 10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3. 유행선도력

본 연구에서 유행선도력은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으로

구분하고 Park et al.(2005)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각 2문항

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고 7점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3.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여대생과 일본여대생으로 각각

2010년 6월과 7월에 실시하여 한국여대생 180부, 일본여대생

15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Table 1과 같이 24세 이하가 한국여대생은 93.3%, 일본여대생

은 97.4%로 두 나라 모두 20대 초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였다. 신체

이미지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

Table 1. Age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N(%)

 Age

Nation
-24 25-29 30-34 more than 35 Total

Korea 168(93.3) 8(4.4) 4(2.2) 0 180(100)

Japan 150(97.4) 2(1.3) 2(1.3) 0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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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과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와 유행선

도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과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를 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체형인식과 신체비만도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신장은 한국여

대생 162 cm, 일본여대생 158.3 cm이며, 체중은 한국여대생

52.6 kg, 일본여대생 50.0 kg이었다. BMI는 한국여대생 15.82~

27.05, 일본여대생 14.4~29.4로 일본여대생의 BMI가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주관적인 체형과 BMI에 따른 객관적인 체형을 Table 3에서

살펴보면 본인의 지각에 의한 주관적 체형은 한국여대생의 경

우 마른체형 23명(12.8%), 표준체형 89명(49.4%), 비만체형 68

명(37.8%)이며, 일본여대생의 경우 마른체형 19명(12.3%), 표

준체형 84명(54.5%), 비만체형 51명(33.1%)으로 나타났다.

BMI에 의한 객관적 체형은 한국여대생의 경우 마른체형 43명

(23.9%), 표준체형 135명(75%), 비만체형 2명(1.1%)으로 나타

났으며, 일본여대생의 경우 마른체형 37명(24%), 표준체형 112

명(72.7%), 비만체형 5명(3.2%)으로 나타났다. 한국여대생은 객

관적 체형이 마른체형임에도 표준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2.8%, 일본여대생은 객관적 체형이 마른체형임에도 표준 또는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인

데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한국여대생이 36.7%, 일본

여대생은 28.6%로 나타나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한국과 일본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실

제 체형보다 왜곡된 체형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

구(Hong, 2006; Rhee, 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국과 일본여대생 모두 오늘날 메스미디어 등의 영향에 의해 마

른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라는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인해 자

신의 체형이 비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2.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와 유행선도력의 신

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87, 신체만족도는 .85로 나

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이미지

에 대한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Varimax법으로 직교회전을 통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심, 체형관심, 외모만족 요인

으로 분류되었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외모관심

은 .81, 체형관심은 .78, 외모만족은 .78로 나타났으며, 유행선

도력의 하위변인인 유행의견선도력은 .70, 유행혁신성은 .77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3.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유행선도력의 차이

한·일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유행선도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서 한국여대생은 일본여대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두 국가 대학생 모두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Park

et al.(2004)의 연구에서 한국과 일복 여대생 모두 자신의 신체

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한편 Nam and Lee(2001), Park(2000)의 연구에서 한

Table 2. Distribution of height, weight, and BMI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N=180)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N=154)

MIN MAX M SD MIN MAX M SD

Height(cm) 149 173 162 4.71 143 176 158.29 5.31

Weight(kg) 38 71 52.6 5.69 36 82 49.98 6.78

BMI 15.82 27.05 19.97 1.94 14.4 29.40 19.90 2.13

Table 3. Distribution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odies of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N(%)

Nation Subjective body
Objective body

Total
Skinny Standard Obesity

Korea

Skinny 20(11.1) 3(1.7) 23(12.8)

Standard 23(12.8) 66(36.7) 89(49.4)

Obesity 66(36.7) 2(1.1) 68(37.8)

Total 43(23.9) 135(75.0) 2(1.1) 180(100)

Japan

Skinny 15(9.7) 4(2.6) 19(12.3)

Standard 20(13.0) 64(41.6) 84(54.5)

Obesity 2(1.3) 44(28.6) 5(3.2) 51(33.1)

Total 37(24.0) 112(72.7) 5(3.2) 154(100)

Objective body : Skinny: BMI<18.5, Standard: 18.5≤BMI<25, Obesity: BMI≥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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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 보다 신체만족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문화적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된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체중관심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

과 일본여대생 모두 높게 나타나 두 국가 여대생 모두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관심에서는 한국

과 일본여대생 모두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한국여대생의 외모관심이 매우 높았다. 외모만족에서는 한

국여대생이 일본여대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두 국가 여

대생 모두 외모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여대생과 일본여대생은 외모와 체중에 관심은 높으나 외모

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여대생은 일본여대

생 보다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이 높게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새로운 유행을 초기에 채택하거나 전달하는 성향

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여대생은 유행초기에 인적

영향력보다는 시각적 전달 역할을 하는 유행혁신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유행

선도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신체만

족도는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마른체형과 표준체

형이 비만체형 보다 높아 비만체형이 자신의 신체에 가장 만족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마른체형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만체형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20대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체형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체중관심은 비만체

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준체형 또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모만족은 비만체형, 마른체형, 표준체형의 순으로 모두 낮게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행의견선도력은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행혁신성은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

만체형의 순으로 높아 마른체형일수록 새로운 유행을 초기에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유행선도

력의 관련성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유행선도력과

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표준체형과는 정적상관이, 비만체형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표준체형이거나 비만체형이 아닐 경우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만족도는 마른체형이거나 표준체형은 정적상관을 비만체

형은 부적상관을 보여 비만체형일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이 있어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관심은 자아존중감과 신체만

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체중관심은 비만체형과는 정적상

관을, 마른체형과 신체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비만이거나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만족은 비만체형과는 부적상관을, 표준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는 정적상관을 보여 비만체형일

수록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며 표준체형이고, 자아존중감과 신체

Table 4. Differences of Self-esteem, body cathexis, body image and

fashion leadership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apanese
t-value

M SD M SD

Self-esteem 4.75 .77 3.43 .85 14.854**

Body cathexis 3.69 .88 2.95 .94 7.452**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5.23 .96 4.42 .80 8.424**

Concern about 

weight
4.14 1.48 4.10 1.34 .273

Satisfaction in 

appearance
3.73 .93 2.53 1.04 11.031**

Fashion 

leadership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4.26 1.25 3.63 1.20 4.699**

Fashion 

innovativeness
5.13 1.04 4.81 1.12 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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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Differences of Self-esteem, body cathexis, body image and fashion leadership in subjective body

Skinny Standard Obesity
F

M SD M SD M SD

Self-esteem 4.38
a

 .86 4.26
ab

1.01 3.89
b

1.10 05.898**

Body cathexis 3.87
a

 .95 3.55
a

 .96 2.87
b

 .81 27.408**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5.04 1.13 4.84  .92 4.82 1.01 00.842**

Concern about weight 2.93
c

1.49 4.07
b

1.33 4.62
a

1.25 25.789**

Satisfaction in appearance 3.39
a

1.18 3.35
a

1.17 2.85
b

1.05 07.943**

Fashion 

leadership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4.30 1.39 3.92 1.28 3.93 1.19 01.654**

Fashion innovativeness 5.37
a

1.04 4.94
b

1.09 4.92
b

1.09 03.057**

*p<.05, **p<.01, Scheffe's test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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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행선도력의 하위변인인 유행의견선도력은 자아존중감, 신

체만족도,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

만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행혁신성은 마른체형과 정적상

관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의 하위변인인 외모

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과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는 유행선도

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4.5.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

한·일 여대생의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

지가 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7, Table 8과 같고,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Fig. 1과 Fig. 2에 제시하였다.

Table 7의 유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한국여대생일 때 정적영향을, 비만체형일 때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에는 한

국여대생일 때 정적영향을 미쳤고, 체중관심은 마른체형일 때

부적 영향을, 비만체형은 정적영향을 미쳤다. 외모만족에는 자

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유행의견선도력은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이 정적인 영

향을 미쳤고, 유행혁신성에는 외모관심과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body
Self

-esteem

Body 

cathexis

Body image

Skinny Standard Obesity
Interest in 

appearance

Concern about 

weight

Satisfaction in 

appearance

Self-esteem -.087 -.117* -.182** 1

Body cathexis -.203** -.213** -.362** -.535** 1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071 -.019 -.029 -.316** -.158** 1

Concern about weight -.319** -.042 -.265** -.057 -.210** .347** 1

Satisfaction in appearance -.070 -.159** -.214** -.602** -.651** .425** .078 1

Fashion 

leadership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099 -.042 -.025 -.221** -.134* .344** .138* .323**

Fashion innovativeness -.134* -.045 -.046 -.321** -.242** .329** .12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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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Impact pass of variables on fashion leadershi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 t F R
2

Self-esteem

(Constant) 3.580 .070 51.286**

131.454** .443Nation(1:K,0:J) 1.339 .086 .641 15.597**

Obesity -.453 .089 -.209 -5.078**

Body cathexis

(Constant) 3.150 .078 40.134**

46.199** .296
Nation(1:K,0:J) .770 .091 .392 8.486**

Obesity -.713 .098 -.350 -7.255**

Skinny .298 .142 .101 2.095*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Constant) 4.417 .072 - 61.448**
68.943** .172

Nation(1:K,0:J) .813 .098 .415 8.303**

Concern about 

weight

(Constant) 4.065 .101 40.388**

25.789** .135Skinny -1.131 .227 -.265 -4.977**

Obesity .558 .157 .189 3.551**

Satisfaction in 

appearance

(Constant) .084 .206 .410

127.695** .537
Body cathexis .528 .052 .449 10.115**

Self-esteem .260 .059 .236 4.445**

Nation(1:K,0:J) .459 .112 .199 4.108**

Fashion 

leadership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Constant) 1.637 .326 - 5.024**

30.625** .156Interest in appearance .325 .072 .252 4.518**

Satisfaction in appearance .236 .061 .216 3.865**

Fashion 

innovativeness

(Constant) 2.068 .350 5.906

24.631** .183
Interest in appearance .335 .061 .301 5.482

Self-esteem .369 .067 .354 5.497

Nation(1:K,0:J) -.441 .146 -.202 -3.01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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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Table 8의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효과에

서, 유행의견선도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모관심

(.252)이었으며, 다음으로 국가(.218), 외모만족(.216), 신체만족

도(.097), 자아존중감(.051), 비만체형(−.045), 마른체형(.010) 순

이었다.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은 직접적으로 유행

의견선도력에 정적영향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외모만

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의견선도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외모만족

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의견선도력에 부적영향을, 마른체형은

신체만족도와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의견선도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이 높은 집단이 패션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

타난 Shin and Ryoo(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신체만족

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마른체형이 비만체형 보다 유행의견선

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별로는 한국여대생이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의견선도력에 정적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체형의 한국여대생이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이 높으며 이 변

인들이 유행의견선도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유행혁신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354)이며, 다음으로 외모관심(.241), 국가(.115), 비만체형

(−.074) 순이었다.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은 직접적으로 유행혁

신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직접적으

로 부적영향(−.202)을,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

Fig. 1. The Result of path analysis for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Fig. 2. Result of path analysis for fashion innovativeness.

Table 8. The effects of variables on fashion leadership and fashion innova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Nation(1:K, 0:J) .218 - .218 

body
Skinny .010 - .010 

Obesity -.045 - -.045 

 Self-esteem .051 - .051 

 Body cathexis .097 - .097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252 .252 -

Satisfaction in appearance .216 .216 -

Fashion 

innovativeness

 Nation(1:K, 0:J) .115 -.202 .317 

 body Obesity -.074 - -.074 

 Self-esteem .354 .354 -

 Body image Interest in appearance .241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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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적영향(.317)을 미쳤다. 즉, 일본여대생은 유행혁신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한국여대생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 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만체형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

적으로 유행혁신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체

형이 아닐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유행혁신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유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기 쉬우므로 유행혁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높

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에 대한 관심은 유행선도

력에 영향을 미쳐 유행 초기 수용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한국과 일본여대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체형과 BMI에 의한

객관적 체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가와 체형에 따른 자아존

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유행선도력의 차이 및 이들

변인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유

행선도력에 미치는 영향경로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일 여대생 모두 실제 체형보다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

율이 높아 체형에 대한 왜곡 정도가 심하였다. 

2. 한국여대생은 일본여대생보다 자아존중감와 신체만족도 및

유행선도력이 높았다. 두 국가 여대생 모두 외모와 체중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외모만족은 낮았고 특히, 일본여대생이 낮았다. 

체형에 따라서 마른체형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비만체형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의 신체에 가장 만족하지 않았다. 체형

에 관계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외모에 만족하지 않

았고, 비만체형과 표준체형은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행

의견선도력은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

행혁신성은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순으로 높았다. 

3. 유행의견선도력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정적상관을, 유행혁신성은 마른체형 및 신체만족도, 자아존중

감, 신체이미지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4. 유행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유행의

견선도력은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이 높을수록 높으며, 한국여대

생은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의견선도력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마른체형은

정적인 영향을, 비만체형은 유행의견선도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유행혁신성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직접적

인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여대생은 직접적인 영향을, 한국

여대생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비만체형이 아닐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유행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한·일 여대생의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

족도 및 신체이미지는 유행선도력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행선도력의 영향변인에 있어

서 한국여대생은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에 간접적인 영

향을, 일본여대생은 유행혁신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

로, 유행상품 기획 시 한국여대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외모

에 대한 관심과 만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이며, 일본여대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디스플

레이나 광고 등을 활용한 시각적인 상품 제시로 직접 채택할

수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모관리를 통

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자기에 대한 만

족감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외

모만족과 연결되어 유행의견선도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대해 만족할수록 유행주기 초

기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인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외

모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유행초기 인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채택하는 혁신자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여대생을 대상으로 유행선도력의 영

향요인인 체형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

향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20대 여대생 소비자의 공

통점과 더불어 문화에 따른 차이점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소비자

의 성향을 파악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을 목표로 하는

의류업체의 상품 기획 시 유행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체형과 외모에 대한 관념 및

변인들의 관련성 등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변화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정대학의 20대 초반에 편중된 자

료이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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