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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그리고 자
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소재 4년제 대학생 214명으로 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5.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Cronbach’s α를 산출하
여 분석하였고,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타투 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
하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타투를 문화현상으로서 타투를 반영하고 활성화 시켜 시대에 맞는 문신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타투, 문신문화,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between tattooed and non-tattooed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4 four-year college student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crossover analysis, and t-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25.0 
version of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meaning as a positive aspec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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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report negative properties of tattoo.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establishing tattoo culture suitable for the times by reflecting and activating tattoos as 
a cultural phenomenon in the future.

Keywords : Tattoo, Tattoo Culture, Negative Health Behavior, Mental Health, Self-Esteem

1. 서 론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신체의 
소중함의 인식들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소 다른 
문화적 양식으로 변화 표현되고 있다. 현대 사회
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
하였다. 현대인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하여 자신
의 사고, 느낌, 감성, 개성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자신만의 가치나 정체성을 부여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1]. 그 대표적 문화적 
표현 양식으로 타투(tattoo)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타투의 전통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인식 그리
고 건강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를 중심으
로 타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2]. 이제 
타투는 외모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행위 형태를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발전하
고 있다. 현대사회 곳곳에서 타투를 시술한 사람
들의 노출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며 나아가 
유명 연예인, 예술가 그리고 운동선수까지 대중매
체를 통하여 타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
고 있다.
  타투는 색이 있는 염료를 피부 진피 속에 주입
하여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을 의미하
는데 우리말로는 문신(文身)이라고 하지만 타투
와 문신을 동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대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이유(사춘기 
통과 의례, 성인의식, 장식 등)로 얼굴은 물론 전
신에 문양을 새겨 넣는 행위(타투)가 풍습으로 남
아있다[3]. 타투는 과거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일
부 패션 요소로 타투를 활용하면서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탈피되고 있다[4]. 
  뷰티 산업 영역에서도 타투를 메이크업과 같이 
미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진피와 색소를 주
입하여 문양을 만드는 반영구 타투, 헤나 염료를 
사용하여 몸에 문양을 만드는 헤나 타투 등이 행
하여지고 있다[5]. 또한 인체에 대한 타투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와 합법의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간의 미에 대한 원
초적 그리고 최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
화적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
은 타투의 다양한 부정적 속성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보고하고 있다. 타투는 고통, 바이러스 성 
감염 또는 HIV, 피부 조직 파열, 알레르기, 심내
막염 또는 폐혈증(endocarditis or sepsis)과 같은 
질병 위험성[6-9]과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 을 지
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타투나 피어
싱을 한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 항 우울제 사용, 
흡연, 섭취장애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문제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10—
13]. 
  이와 유사하게 Raspa & Cusack[14]은 단 하
나의 타투라도 타투는 시술자에게 내재해있는 정
신적 문제를 경고하는 표시일 수 있다고 하였고, 
Grumet[15]에 의하면 타투는 충동성과 자기통제
의 부족을 나타내며, 타투 시술자는 낮은 자존감
을 가지고 있고 반사회적 성향, 경계성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 밖
에도 타투 소유자는 더 많은 문제 행동과 범죄와 
관련성이 높으며[16], 성격특성으로서의 낮은 자
아개념과 자아존중감[17]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
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타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화 현상이며 현대인의 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모관리 행동의 수단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
전히 질병과 건강, 범죄, 사회심리적 병리적 정신
건강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들과 충돌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뷰티 영역에서의 타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상반되게 제시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투의 긍정적 측면의 연
구들이 대다수이다. 대부분 뷰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타투의 연구들은 타투의 표현기법[18-19], 
타투 작품 및 디자인[20-21], 타투 선호도[5],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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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의 유용성[22] 등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타투
의 긍정적인 연구들은 미래 타투의 방향성과 예
술성 그리고 인간의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타투를 접근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뷰티 영역에서 타투를 문화적 
현상으로 반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투
의 올바른 정립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을 함께 조
명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투관련 연구 대상으로는 일반인, 직장
인, 타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대
학생은 많지 않았다. 타투의 수요가 늘어나는 대
학가의 주된 고객으로 부상하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타투 행동에 따른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타투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
신건강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
대적으로 올바른 타투의 문화를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타투소유자와 미소유자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일련의 연구방법은 다
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일련의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 소재 4년제 대
학생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 서울소재 4년제 남녀 대학생을 모집단
으로 설정하고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병행 
채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부정적 건강행동
  본 연구에서 부정적 건강행동은 김영호 외[23]
의 연구에서 부정적 건강행동 척도 중 흡연유무, 
음주, 약물복용,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의 
유무로 총 6문항으로 명명척도형식으로 하였다. 

  2.2.2.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용종사자를 대상자로 한 신성녀[24]의 연구에
서 사용한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강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강평미
[25]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참고하
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자아존
중감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값은 .937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사회학적 고찰 방법을 사용하였
다.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측정도구가 측정하
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고 타당하게 수렴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을 구성하
여 측정도구의 문구, 어절 등의  대한 내용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내용타당도의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 보완된 질문지는 다시 본 연구의 연구대상
자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이 연구대상자에
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작성은 연구대상
자가 직접 설문지를 받아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초 질문지 250부을 배
포하여 22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220의 질문
지 중 단일 번호로 일관되게 응답하거나 모든 질
문 문항에 작성을 하지 않은 자료 6부를 제외하
여 최종 214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
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타투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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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ngredient

1 2 3
Commo
nality

Depression

7. Sometimes I get frustrated. .873 .101 .025 .772
6. Sometimes I feel sad even in the smallest 

matters.
.830 .216 .035 .737

9. Sometimes I feel depressed for no reason. .806 .323 -.002 .755
5. Sometimes I feel unhappy. .740 .401 .060 .712
8. There are times when my heart hurts 

because of my mistakes.
.719 .058 .078 .527

Physical 
symptoms

1. Even after sleeping, there is no feeling of 
refreshment.

.166 .801 .096 .679

2. I am very tired and exhausted, so I cannot 
digest well.

.235 .794 .078 .692

3. It is difficult to sleep well because of anxiety 
and worries.

.435 .595 .177 .575

Compulsion

16. I want things to be organized in a certain 
order.

-.039 .021 .780 .610

17. I habitually check doors, windows, and 
drawers.

.013 .308 .747 .653

15. I get angry when things aren't organized 
properly.

.172 .169 .729 .590

19. I tend to wash my hands frequently and 
for a long time.

.026 -.059 .552 .309

Eigenvalue 4.576 2.003 1.031

Variance(%) 38.136 16.689 8.594

Total Vatiance(%) 38.136 54.824 63.418

Cronbach’s α .884 .728 .677

KMO=.849 X²=1040.578 p<.000

Table 1. Mental healt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차분석(x²)을 실시하였으며, 타투소유 유무에 따
른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평균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질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Table 1은 정신건강 질문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먼저 요인분석 방법은 

각 요인들에 간에 독립성을 유지하며 요인의 구
조를 탐색하고자 직교회전 방식의 varimax 방식
을 채택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통
하여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분석하였으며 변수들의 편상관과 표본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지
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요인의 구조화를 위하여 고유치
(eigenvalue) 1.0 이상만을 요인으로 선정하였으
며 문항을 선택하기 위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은 .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정신건강 측정도구 19문항에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KMO 지수는 .849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X²=1040.578, p<.000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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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ngredient

1 Commonality

Self-Esteem

3. There are so many things I can do well. .873 .762
1. I value myself highly. .849 .720
7. I tend to say it when I have something to say. .829 .687
4. I trust my abilities. .825 .680
2. I appreciate myself. .825 .680
8. I think I am a person with many advantages. .822 .676
6. I think I have a positive attitude. .795 .632
10. I think everyone has an advantage. .793 .629
5. I feel happy that I am loved. .693 .480

9. I live with a positive attitude. .685 .470

Eigenvalue 6.415

Variance(%) 64.151

Total Vatiance(%) 64.151

Cronbach’s α .937

KMO=.917 X²=1591.931 p<.000

Table 2. Self-esteem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유치
(eigenvalue)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3개
의 요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전체변
량(total vatiance)은 63.418%의 설명력을 보였
다.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질
문지는 우울 5문항, 신체적 증상 3문항, 강박 4
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 12문항이 최종 선정되었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불안 요
인은 요인적재치 .50 미만이거나 우울 요인에 중
복되어 삭제하였다.
  한편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우울 .884, 신체적 증상 
.728, 강박 .6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34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Table 2는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자아

존중감 1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그 결

과 KMO지수는 .917로 표본의 적합성이 확인되

었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X²=1591.931, 

p<.000으로 변수 간의 상관이 선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1개 요인 10문항이 구조화 되었으며 전체변
량(total variance)은 64.151%의 설명력을 보였

다.
  따라서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자아존
중감 질문지는 10문항 단일차원의 질문지로 최종 
확인되었다.
  한편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자아존중감 .937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4년제 대학의 타투를 
소유 유무에 따른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에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방법
으로 214명을 표집하였다. 먼저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부터 3월 19일까지 총 50일간 질문지
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문항 누락자 
등을 제외하고 총 214부를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향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
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63명(76.2%), 남성이 51
명(23.8%)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높은 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년은 2학년 93명(43.5%), 
4학년 51명(23.8%), 3학년 41명(19.2%),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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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51 23.8

Female 163 76.2

Total 214 100

Grade

1 29 13.6

2 93 43.5

3 41 19.2

4 51 23.8

Total 214 100

Major

Humanities 19 8.9

Science/Engineering 41 19.2

Art/Physical 149 69.6

Etc 5 2.3

Total 214 100

Tattoo

Tattoo 95 44.4

Non-Tattoo 119 55.6

Total 214 100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14)

29명(13.6%)순으로 2학년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전공은 예·체능 분야 149명(69.6%), 이학
/공학분야 41명(19.2%), 인분분야 19명(8.9%), 
기타 5명(2.3%)순으로 예·체능 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타투 소유 유무
를 살펴보면 타투를 하지 않았다 119명(55.6%), 
타투를 했다 95명(44.4%)으로 타투를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3.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빈도분석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부정적 건강행동에 대
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흡연상
태에 대한 질문에는 비흡연 140명(65.4%), 흡연 
74명(34.6%)순으로 비흡연의 비율이 높았다. 음주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음주 153명(71.5%), 비음주 
61명(28.5%)으로 과반수 이상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는 203명(94.9%), 복용 11명(5.1%)으로 거의 약물
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
의 유무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132명(61.7%),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82명(38.3%)
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빈도수가 더 높았
다. 규칙적인 식사의 유무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
지 않는다 134명(62.6%),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80명(37.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
면에 대한 질문에는 예 147명(68.7%), 아니오 67
명(31.3%)으로 과반수 이상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3.4.1. 타투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경향성 분석

  Table 5는 타투소유자와 비소유자에 따른 부정
적 건강행동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x²) 분석 결과이다. 먼저 흡연상태를 살펴보면 
x²=14.469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투 소유자는 흡연 46명
(48.4%), 비흡연 49명(5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타투 비소유자에서 흡연자가 28명
(23.5%)인 반면에 비흡연자가 91명(76.5%)로 비
흡연자가 높은 빈도수(경향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음주상태(x²=2.249, p>.05), 약물복용상태 
(x²=.303, p>.05), 규칙적인 운동(x²=.462, 
p>.05), 규칙적인 식사(x²=2.434, p>.05), 충분한 
수면(x²=.267, p>.05)으로 타투소유자와 타투비
소유자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타투나 피어싱을 한 사람들은 알코올 남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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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

Smoking
Yes 74 34.6
No 140 65.4

Total 214 100

Drinking
Yes 153 71.5
No 61 28.5

Total 214 100

Medication
Yes 11 5.1
No 203 94.9

Total 214 100

regular exercise
Yes 82 38.3
No 132 61.7

Total 214 100

Regular meals
Yes 80 37.4
No 134 62.6

Total 214 100

Enough sleep
Yes 147 68.7

31.367No
100214Total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negative health behavior

Variable Division Tattoo Non-Tattoo Total x² p

Smoking
Yes 46(48.4) 28(23.5) 74(34.6)

14.469 <.001No 49(51.6) 91(76.5) 140(65.4)
Total 95(44.4) 119(55.6) 214(100)

Drinking
Yes 63(66.3) 90(75.6) 153(71.5)

2.249 .089No 32(33.7) 29(24.4) 61(28.5)
Total 95(44.4) 119(55.6) 214(100)

Medication
Yes 4(4.2) 7(5.9) 11(5.1)

.303 .410No 91(95.8) 112(94.1) 203(94.9)
Total 95(44.4) 119(55.6) 214(100)

regular exercise
Yes 34(35.8) 48(40.3) 82(38.3)

.462 .296No 61(64.2) 71(59.7) 132(61.7)
Total 95(44.4) 119(55.6) 214(100)

Regular meals
Yes 41(43.2) 39(32.8) 80(37.4)

2.434 .078No 54(56.8) 80(67.2) 134(62.6)
Total 95(44.4) 119(55.6) 214(100)

Enough sleep
Yes 67(70.5) 80(67.2) 147(68.7)

.267 .357No 28(13.1) 39(32.8) 67(31.3)
Total 95(44.4) 119(55.6)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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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Analysis of negative health behavior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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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M SD t sig

Depression
Tattoo 95 2.73 .1.00

-.580 .563Non-
Tattoo

119 2.81 .86

Physical 
symptoms

Tattoo 95 2.54 .82
.029 .977Non-

Tattoo
119 2.54 .79

Compulsion
Tattoo 95 2.39 .64

-.505 .614Non-
Tattoo

119 2.4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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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Analysis of the mean difference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Variable Division N M SD t sig

Self-
Esteem

Tattoo 95 3.77 .08
.969 .333Non-

Tattoo
119 3.6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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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Analysis of the average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attoos

우울제 사용, 흡연, 섭취장애 등과 같은 문제와 정
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10-13]와 흡연을 제외
한 그 외의 사회 심리적 문제와는 상반된 결과를 갖
는다.

  3.4.2. 타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평균 차이 

분석

  Table 6는 타투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평균 차이
에 대한 t-test 결과이다. 먼저 정신건강 하위요인 
중 우울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는 
2.73, 비소유자 2.81로 t=-.580, p>.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신체적 증상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2.54, 비소유자 2.54로 t=.029, 
p>.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박 평균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2.39, 비소유자 2.44
로 t=-.505, p>.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 유
무에 따른 정신건강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aspa & Cusack[14], Grumet 
[15], Matin[16] 등의 연구에서 타투는 시술자에게 

내재해 있는 정신적 문제, 반사회적 성향, 경계성 
성격장애 등의 문제 행동이 있다는 부정적 속성과 
상반된 결과를 갖는다.

  3.4.3.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 

분석

  Table 7는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 차
이에 대한 t-test 결과이다.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타투소유자 3.77, 비소유자 3.68로 
t=.969, p>.05 수준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투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 또한 성격특성으로서의 낮은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17]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타투 소유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차이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최근 뷰티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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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이 상
반되게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투에 대해 올
바르게 인식하고 또 다른 뷰티 산업 영역으로 이
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의료면허가 있어야 하는 한국 타투시장에서 타
투 시술을 하는 의사가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연
간 문신 시술 건수가 300만 건을 넘고 있다[26].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신(新)직
업 추진현황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집중하여 양성하겠다고 밝힌 직업에 타투이스트
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며, 타
투는 시각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이자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
직까지 타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 측면으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27]. 
따라서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조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타투 유무에 따른 부정적 건강
행동, 정신건강,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해 보
았다. 
   그 결과 타투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부정
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
단 간 차이가 없다고 하여 타투자가 부정적 건강
행동이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두 집단 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두 집단 중 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타투 비소유자에 의
하여 타투 소유자가 부정적 건강행동이 높고 정
신건강이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
었다면 아직도 타투가 시대적, 사회적, 비교 문화
적 관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데, 본 연구
에서 도출한 결과는 이러한 시각을 일부 탈피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Grumet[15]는 타투 소유자는 충동성과 자기통
제의 부족, 낮은 자존감을 가지며, 반사회적 성
향, 경계성 성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관련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Drews, Allison &  
Probst[17]는 타투 소유자가 타투 비소유자에 비
해 더 많은 문제 행동과 범죄와 관련성이 높고,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선행연
구와 같이 과거 타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 타투 소유자와 타투 비소
유자 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
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따라

서 타투의 부정적 속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로 타투 소유자가 비소유자보다 부정
적 측면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앞으로 타투를 문화현상으로서 타투
를 반영하고 활성화 시켜 시대에 맞는 문신문화
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서울·경기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또한 타투 소유
자와 비소유자 간의 부정적 건강행동,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
이 타투 소유자의 행동에 문제가 없으며 타투의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긍정적인 측면
의 타투문화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
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타투
에 대한 이미지 효과, 흉터커버 등 다양한 유용
성과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를 위해 타투 종류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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