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보통사람들이 동

시대가 규정하는 아름다움의 조건에서 자유롭기는 쉽

지 않다. 특히 TV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뿜어내는 강력

한 상에 나만의 빛깔로 대항하기란 역부족이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美)만큼 큰 역할을 하

는 것은 없다.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사회생활

을 위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얼굴에 반 되는 자신

의 얼굴에 매우 신경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

생김새는 인간의 최대 관심사이다1).

얼굴의 특징은 개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이며, 얼굴에 대한 견해

는 문화나 시대성을 반 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사회

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 얼굴과

용모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신체의 일부이면서, 동

시에 얼굴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얼굴은 이력서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라

이프스타일이나 삶의 방식까지 표현하는 부위이다. 즉

17

外貌觀心度, 身體滿足度, 自我尊重感에 따른 美容成形行動 硏究
黃允貞·趙基予*·兪泰順**

大邱가톨릭大學校 패션産業學專攻 博士課程, 居昌專門大學 뷰티디자인科 助敎授*,
大邱가톨릭大學校 패션産業學專攻 敎授**

The Study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Hwang, Yun-Jung, Jo, Ki-Yeu*, and Yoo, Tai-Soon**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Keochang Provincial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dergraduates’ values of cosmetic surgery, which is the prevalent
social phenomenon in our society, by exam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ir cosmetic surgery behavior
and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There was weak positive relations between the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body cathexis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and
between self-esteem and cosmetic surgery behavior.

It was found that cosmetic surgery behavior was obviously different by gender. There were differences
i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grades, too.

Key words: appearance concern(외모관심도), body cathexis(신체만족도), cosmetic surgery behavior
(화장행동), self-esteem(자아존중감)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7, No. 4,  pp.17~25(2003)



얼굴을 보면 현재 그 사람의 기분상태 뿐 아니라 패션

의 취향까지 파악할 수도 있다3).

현대사회는 무엇보다도 좋은 외관이 존중된다. 어느

시대든지 평화롭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사람은 사치스

러워지고, 몸을 치장하는데 열중하게 되는 것이 통례이

다. 최근에는 남성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져 미용성형수술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를 변화시키기

에 이르 다. 사람이 많이 접촉하는 곳에서는 서로 외

모에 신경을 쓰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

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4).

현재의 소비문화는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부와

사치의 향유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보다 시장성이 높은 자아’를 만드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끊임없이 주입시킨다5).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맨 얼굴과는 다른 자기

를 연출하고 싶어서이며, 화장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

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의 여성들은 화장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형

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에 이르 다. 이렇듯 외모 지상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외모 뜯어고치기 신드롬’은

가히 병적이다. 외모지상주의가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은 미용 성형수술이 대중화되고 그 경제적 효과마

저 입증되면서 성형수술이 잘못된 과시욕의 산물이라

는 거부감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번지

고 있는 성형 열풍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대학생들의

미용성형행동과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미용성형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문제

1. 외모관심도와 미용성형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신체만족도와 미용성형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4.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의 관계를 알아

본다.

2. 용어정의

용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개념적으로 정

의 하 다.

1) 미용성형행동(cosmetic surgery behavior): 이상 신체

성형을 취급하지 않고, 미용을 목적으로 아름답게

변형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표현하

고자 하는 행동으로 미용 성형에 대한 자신의 견

해를 포함한다.

2) 외모관심도(appearance concern): 외모에 대한 매력

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말한다.

3) 신체만족도(body cathexis): 자신의 신체의 부분, 기

능 등에 대하여 지니는 만족의 정도 를 의미한다.

4) 자아존중감(self esteem):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수용과

자기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

1. 미용성형의 기원

미용성형이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용모를 개량하

기 위한 수술이다. 메이크업을 물로 씻어내는 일시적

인 얼굴가공이라고 한다면, 미용성형은 반 구적인 신

체가공, 신체변화이다6).

성형외과는 어로“plastic surgery”또는“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 하는 데, 그리스어의

plastikos(형태 만들기, 조형하기)에 유래한다. 원래 성

형외과학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생긴 변형과

기형을 형태적, 기능적으로 정상에 가까워지도록 수술

로 교정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사전

적인 정의를 넘어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생활

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미용성형으로까지 그 역이

넓어지고 있다7).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성형시술 기록은 기

원전 6~7세기경 인도의 수수루타(Susruta)에 의해 처

음으로 실시된 코의 성형으로, 당시 인도에서는 범죄

18

A 제7권4호



자를 다스리는 형벌의 일종으로 귀와 코를 자르는 형

벌이 있었는데, 이마의 피부를 이용해 베어낸 코를 재

생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당시 코는 권위의 상

징이었으며 코를 자르는 행위는 범죄자를 벌하거나

정복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던 최대 벌이었다. 그 후 이

러한 수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로 전달되었고, 7세기경에는 인도와 아

랍의 의술이 서양의 의술과 접목하는 시기가 되었으

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의술이 크게 발전하

으며 여러 가지 수술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8).

본격적인 미용성형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시

작했다. 초기에는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의 얼굴이나

신체에 입은 부상을 감추기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의

의식으로서는 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복

귀가 목적이었다.

성형외과는 의학 분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

로 의학사의 지식만으로는 성형외과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 그것은 성형외과, 특히 미용외과로 불리는 분

야는 다른 의료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래를 갖

기 때문이다. 즉 미용성형을 받는 환자는 육체적으로

는 건강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늙

은, 추악한, 열등감 따위지만 어느 것이나 일반적인 의

학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증상은 사람에 따

라 개인차가 크다9).

미용성형은 20세기에 들어 항생제 개발과 성형수술

방법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 고

다원적인 성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성형수

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그 결함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그리고 앞으

로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더 바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미용성형행동

미(美)는 만들어지기도 하며, 또 미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아름답다

는 것은 행복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름

다워지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외모

나 육체에 대한 불만이나 열등감에서 오는 고민은 병

(病) 이상으로 심각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 고

민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행하는

성형술은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술과 조금

도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것이 미용성형술이 존재

하는 이유이다10).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은 각각의 사람,

나라, 종교, 시대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는 문제로, 결

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용외과수

술의 미에 대한 규준은 서구적 심미관에 의거하고 있

다. 미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축된 가치관이므로 서

구적 심미관 자체는 다양성의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다. 아름다움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미용외과적 미 역시 문화의

다양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11).

본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을 모습을 아름답게 수정하

기 위한 하나의 교정술로, 이상 신체는 취급하지 않고,

미용(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도시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성형외과의들은 입을 모

아, 용모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외모의 좋고 나쁨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들이 심리학이라는 견해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결과, 미용성형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

회에서도 열등감을 없앤다는 이유는 미용성형을 정당

화시키는데 설득력을 주어, 차츰 두드러지게 자기실현

이라는 단어를 확대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리적이며 정당

한 것이 되었다12).

3. 외모관심도

개인의 외모는 지각자에 의해 이미지화가 된다. 이

미지(Image)란 대상으로부터 지각된 모든 정보가 인간

의 마음속에서 정보처리를 거쳐 재구성된 하나의 상

(像)으로, 지각대상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평가자의 분

류방식과 구성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외모이미지는

흔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신체언어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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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인 메시지를 보

존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전달

하는 것으로 몸짓과 언어 같은 신호언어, 걷고 뛰고

먹는 것과 같은 행위언어, 옷·장신구 등과 같은 사물

언어로 분류된다13).

자신의 이미지가 특별히 임상치료를 받게 될 정도

에 이르게 되거나 고민할 정도로 외모에 장애를 일으

키는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외모유지 행동을 포함해서 약물남용, 성형수술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이미지 장애

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개념을 바꾸어야하며 그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다14).

따라서 외모관심도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

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

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15). 대체로 외모가 개인

의 성격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층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16).

4. 신체만족도

신체 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이나 신체

적 기능에 대하여 지니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17).

또한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말하

며 인종이나 성에서 차이가 나며 신체이미지와 접

한 관계가 있다18). 이러한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

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느낌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

으며, 신체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 몸무게, 신

체의 형태, 동작, 행동과 태도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보는가를 포함하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느

낌이라 할 수 있다.

신체 만족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자기를 지각하는 신체의 모든 물리적 특성

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인 신체적 자기와 다른

하나는 행동의 결정요소로서 집단의 일원에 대한 느낌

인 사회적 자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

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이나 자기존중감이 증가

하여 신체만족도가 자신감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19).

5. 자아존중감

자아(ego)란 본능적인 충족을 보류시키기 위해 자기

(self)를 조정하는 동기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주

체적인 기능을 지니는데 비해 자기는 자아의 대상으로

서 주관적으로는 행동자이며 객관적으로는 행동의 수

용자로서 단일화되고 통합된 객체적인 기능을 지닌다.

자아개념 이론가들은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

해 총합적인 자기를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에 대

한 특정측면을 자기이미지(self-image), 자기에 대한 개

인이 지니는 느낌을 자아존중감(self-esteem)으로 구별

하여 사용하 다.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은 자기거부, 자기불만이 원인이 되어 부정적인 감정

으로 표출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발전과 증

진을 기대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느낌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과 정적상관이 있

으므로2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명료하고 확고한 자

기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가치와 자기 수용

정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서 자기개념들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긍

정적인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21). 여기에서 자기평가

라는 것은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와의 비교, 개

인에 대한 타인의 평가, 성공 혹은 실패자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3월 5일부터 14일 사이에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 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해준 73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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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회수된 총 717부 중 685

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 다.

2. 측정도구

미용성형행동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성형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문항을 작성하 으며 1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으로 본 연구의 미용성형행동을 측정하는 척도

로 사용하 다. 구성된 문항의 내용은 성형으로 인한

자신감과 이미지 변신 등이다. 신뢰도는 Cronbach

.6854 다. 외모관심도척도는 12문항으로 신뢰도는

.8080이었고, 신체만족도척도는 23문항으로 신뢰도는

.6622 다. 자아존중감척도는 10문항으로 신뢰도는

.8167인 것으로 문혜경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

용하 다. 각 척도별 신뢰도계수가 .6이상으로 안정성

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

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자료분석

회수되어진 설문지를 통계처리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변량분석, 신

뢰도분석 등을 실시하 다.

분석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의 연구기준에 따라 유

의수준 .05에서 해석되어졌다.

IV.

1.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행동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행

동에 관한 상관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미용성형행동과 신체만족도와의 상관분석에서 신체

만족도는 전체 신체만족도와 얼굴,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를 상반신, 하체를 하반신으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분석하 다.

미용성형행동과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얼굴, 상반

신, 하반신),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외모관심

도가 높은 사람은 미용성형행동에 거부감이 낮아 실

제로 미용성형행동의 가능성이 높으며, 부적상관을 보

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와 가치가 높아 직접적인 변형보다는

문혜경(2002)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화장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

접적 도구(화장)를 이용한 표현 변화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한다.

2. 미용성형 부위

1) 학년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학년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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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행동간의 상관관계

미용 외모 얼굴 상반신 하반신 신체(전체) 자아

성형행동 관심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존중감

미용 Pearson 상관계수 1.000 .380(**) -.137(**) -.149(**) -.127(**) -.105(**) -.111(**)

성형행동 유의확률(양쪽) . ** ** ** ** ** **

** p<.01

미용 외모 얼굴 상반신 하반신 신체(전체) 자아

성형행동 관심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존중감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

위별 빈도분석에서는 <Fig. 1>에서 보여지듯이 코로 모

든 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눈, 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성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의 교차분석을 한 결

과는 <Table 3>과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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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학년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교차분석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 전체 c2

눈 코 턱 입 광대뼈 (p-value)

빈 도 81 83 51 18 20 253

1학년 학년의 % 31.9% 32.8% 20.2% 7.1% 8.0% 100.0%

전체 % 11.8% 12.1% 7.4% 2.6% 2.9% 36.9%

빈 도 58 62 25 13 13 171

2학년 학년의 % 34.2% 36.0% 14.9% 7.5% 7.5% 100.0%

전체 % 8.5% 9.0% 3.7% 1.9% 1.9% 25.0%
학 년

빈 도 38 49 31 9 12 139

3학년 학년의 % 27.5% 35.1% 22.1% 6.9% 8.4% 100.0%
4.382

전체 % 5.6% 7.1% 4.5% 1.4% 1.7% 20.3%
(.976)

빈 도 35 46 22 8 11 122

4학년 학년의 % 28.7% 37.4% 18.3% 7.0% 8.7% 100.0%

전체 % 5.1% 6.7% 3.3% 1.2% 1.6% 17.8%

빈 도 212 239 130 49 55 685

전 체 학년의 % 31.0% 34.9% 18.9% 7.1% 8.1% 100.0%

전체 % 31.0% 34.9% 18.9% 7.1% 8.1% 100.0%

p<.05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
전 체

c2

눈 코 턱 입 광대뼈 (p-value)

<Fig. 1>  학년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별 빈도 분포도

<Fig. 2>  성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별 빈도 분포도



빈도를 살펴보면 <Fig. 2>에서 보여지듯이 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눈, 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학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척도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보면 <Table 4>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1학년(2.7836)과 2학년

(2.8771)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학년(2.8771),

3학년(2.9756), 4학년(2.9004)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1학년(2.7836)과 3학년(2.9756) 그리고 1학년

(2.7836)과 4학년(2.9004)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미용성형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평균을 비교한 결과 3학년

의 미용성형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 접촉 빈도가 높아지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정도를 인지하게 되

어 보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려는 욕

구가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 성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성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즉,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용성형행

동의 남여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자(2.9558)가 남자

(2.6084)에 비하여 미용성형행동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3

黃允貞·趙基予·兪泰順/外貌觀心度, 身體滿足度, 自我尊重感에 따른 美容成形行動 硏究

<Table 3>  성별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에 대한 교차분석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 전체 x2

눈 코 턱 입 광대뼈 (p-value)

빈 도 38 55 27 10 18 148

남 성별의 % 25.9% 37.4% 18.0% 6.5% 12.2% 100.0%

전체 % 5.6% 8.1% 3.9% 1.4% 2.6% 21.7%
성 별

빈 도 174 184 105 39 35 537
6.550

여 성별의 % 32.4% 34.2% 19.5% 7.4% 6.6% 100.0%
(.162)

전체 % 25.4% 26.8% 15.3% 5.8% 5.1% 78.3%

빈 도 213 239 131 49 53 685

전 체 성별의 % 31.0% 34.9% 19.2% 7.2% 7.8% 100.0%

전체 % 31.0% 34.9% 19.2% 7.2% 7.8% 100.0%

p<.05

가장 성형하고 싶은 부위
전 체

c2

눈 코 턱 입 광대뼈 (p-value)

<Table 4>  미용성형행동과 학년별 변량분석

항 목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1학년 a 253 2.7836 .4758

2학년 a b 171 2.8771 .4421
5.839**

미용성형행동 3학년 b 139 2.9756 .4427
(.001)

4학년 b 122 2.9004 .4083

합 계 685 2.8676 .4537

**p<.01

항 목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V.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성형열풍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대학생들의 미용성형

행동과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 미용성형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2003년 3월 5

일부터 14일 사이에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73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717부 중 685부를 최종 연구대

상으로 하 다.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미용성형행

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

었다.

외모관심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은 외모관심도가 높

으면 미용성형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관

심도가 높은 사람은 미용성형행동에 거부감이 낮아 실

제로 미용성형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체만족도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은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미용성형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미용성형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즉 신체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와 가치

가 높아 직접적인 변형보다는 간접적 도구(화장)를 이

용한 표현 변화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한다.

학년별 미용성형행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차이

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여에 따라 뚜렷한 미용성형

행동에 차이를 보인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접촉

빈도가 높아지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

정도를 인지하게 되어 보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

으로 보여지려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

겨진다.

위의 결론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 으므

로 모든 연령층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

대하여 연령에 따른 미용성형행동의 차이나 미용성형

을 실제로 실시한 사람들에 대한 미용성형행동을 조

사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용은 의복착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미용성형행동과 의복행동

과의 관계성을 규명하여 인간행동을 다차원 접근방식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후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1) 道邊健治, 增子博調.(1996). 女性美の エスプリ -

美容と服飾の美學-, p. 91, 102.

2) 化粧文化(2001). ポ-ラ文化硏究所, (41), p. 65, 76.

3) 앞 , p. 52,

4) 道邊健治, 增子博調, 女性美の エスプリ -美容と

服飾の美學-, p. 155.

5) 김은희(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494-504.

6) 野中邦子 譯(1999). 美容整形の文化史, 平凡社,

pp. 11-75.

7) http://jelimyang.com

8) http://www.puh.co.kr/ps/ps.html.

9) 野中邦子 譯, 美容整形の文化史, pp. 11-75.

24

A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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