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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there were differences in public

self-consciousness, body image, and socio-cultural influ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Six hundred twenty-six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reliability test were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males, females had higher scores on appearance orientation(AO),

appearance evaluation(AE), and weight occupation(WP). Also female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such as lower body part or middle body part than males.

That is, women had lower body image than men. Second, ther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males and females. Third, females had higher scores on

public-consciousness than males did. Fourth, compared to males, females were more

influenced by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Finally, women

had more higher scores on appearance behavior management than 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ould provide more efficient strategies to reduce negative body image,

especially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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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외모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외모지상주의

가치의식이 더욱 강력하게 부상되면서 개인의 가치

관과 이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 매우 중요.

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모를 통해 자,

신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와Barocas Karoly1)에 의하면 똑같은 상,

황 하에 동일한 행동을 보일 때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외모가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외모가 더 매력적. ,

인 사람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더 관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더 충

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반면 그,

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타인

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상대적 불이

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는 종종 낮은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외모관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새롭게 자

기 자신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

모관리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외모변화는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갖도록 해준다 하지만 최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

서 강력한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가치관의 서구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면

서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

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만족하지 못함으

로써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낮은 자아개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체이미지 왜곡행동 예 섭식장애 성형( , ,

중독 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편, Miller et al.2)은 공적인 자기의식(public

이 높은 사람들이 공적 자기의self-consciousness)

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

이 높으며 이런 자기의식의 차이가 신체만족 및 그,

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더 내면화3)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

과Sullivan Harnish4)는 남성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

를 실제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남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외모관

리행동이나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5)6)들이 국내외

적으로 많이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이 여성들을 대상.

으로 해오고 있으며,7)8)9) 최근에 남성들의 외모관리

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10)11)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 따로따로 진행되옴에 따라 남,

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에 대한 연구들은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

의식 신체이미지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 ,

영향 등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

다 본 연구결과의 자료는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

고 올바른 신체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과 이러한 긍,

정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노력이 보다 긍정적인 자

기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Ⅱ

공적 자기의식1.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타,

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때

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

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

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

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인상형성, ,

그리고 자기표현 등을 중시한다. Fenigstein et al.13)

은 이를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 ’ .

기의식이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는 개인

성향을 의미한다.

Markus14)는 자기의 의미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외형적 특성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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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Rogers15)에 의하면 사

람들은 자신들의 자아개념과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Fenigstein et al.16)은

자기의식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

는 개인의 성향정도에 따라 두개의 자기의식 즉, ,

공적 자기의식 과 사적(Public self-consciousness)

자기인식 으로 구분하(Private self-consciousness)

였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

식이 높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시 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

가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과, Froming Carver17)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

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

떻게 지각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Rowold18)의 공적 자

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패션관심 및 유행 동조성

등에 높은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와Innes Kitto19)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보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

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

에 대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외모관리

에 매우 치중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한편 과, Scheier Carver20)의 연구에 의하면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

람들에 비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를 좋아하

며 자신의 감정 및 의견에 충실하려는 성향이 있으

며 자기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만족 및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왔지만 실제 이에 대,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한 예로 국외 연구인.

와Lee Burns21)은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외모에 관,

심이 높아 의복을 구입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인 자기의식이 높은 여대생. ,

은 최신 유행이나 패션 등 전반적으로 외모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적 자기의.

식은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있다고 보여

진다.

신체이미지와 사회문화적 영향2.

Cash22)에 의하면 신체이미지란 개인 자신의 신,

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지향성을 포함한 다, ,

차원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며 와, Lewis Johnson23)

은 신체이미지란 주변의 새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에 따른 변화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고 하였다 또한. Cash24)는 신체이미지는 일반적으

로 사회 문화적 기준으로 결정되며 여성이 남성보,

다 좀 더 신체적 느낌이나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였

다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해 타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기도 하

고 혹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때,

로는 신체이미지를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과Ketton Brown25)은 신체이미지는 지각적 신체이

미지와 태도적 신체이미지를 포함하며 지각적 신체,

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

게 인지하느냐에 대한 반응이며 이는 심각한 자기,

우울증 섭식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였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혹.

은 외모에 대해 어떠한 느낌 혹은 평가를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행동 등을 보이는 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자아 존중감을 포함한 자기개

념 의복행동 그리고 외모관리행동과 밀접한 관련, ,

성을 지닌다고 한다.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Thompson

과 Heinberg26)는 타인으로부터의 외모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Lerner27) 또한 신체적인 매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며

외모에 대한 신체이미지가 자아 존중감에 대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신체이미지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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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매스미디어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

향을 받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외모의 관심과 인식

을 하게 된다 그 예로 한미 여대생을 비교로 조사. ․
한 와Lee Nam28)의 연구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한국 여대생들이 미국 여대생들에 비해 신체,

이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이 실제.

더 비만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대생은 스스

로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반면 한국여,

대생은 반대로 인지하는 성향이 높았다 또한 각. ,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이상적인 미의 기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화 국가의 기준,

과는 상관없이 이상적 미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두

집단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인식

은 신체 외모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상적 미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미의 기준과의 차이를 줄

이기 위하여 과도한 성형수술 및 체중조절 행동 더,

나아가 섭식장애 등 부정적인 외모관련행동들을 보

이게 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오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

러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마르고 날씬한 신체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이는 여성들에

게 압력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매.

스미디어의 영향 및 여성은 마른체형이 미의 기준

이라는 현대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

다 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되며 여러 사회적 비교 등을, (social comparison)

통해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

하면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영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

대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공적 자기의식 자, ,

아존중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차이를 조사1)

한다.

연구문제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을 조사한2)

다.

연구문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의 차이3)

를 조사한다.

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지역,

등의 대 성인 남 녀 명을 대상으로 설문20, 30 , 626

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와 대 연령층. 20 30

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유는 이 연령층이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상대,

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신체이미지 공적 자기의식 사, ,

회문화적 영향 자아 존중감 외모관리행동 그리고, , ,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모두 점 척도였으며7 Likert , Rosenberg29)의 자아

존중감 문항10 , Feinigstein et al.30)의 공적 자기의

식 문항14 , Cash31)의 신체이미지 문항MBSRQ 30 ,

와Heinberg Thompson32)의 문항 그리고SATAQ 8 ,

과Lennon Rudd33)의 외모관리행동 문항을 사용하10

였다. Cash34)의 측정도구에는 외모지향성MBSRQ

외모평가(AO;Appearance Orientation), (AE;

몸무게집착Appearance Evaluation), (WP; Weight

그리고 신체만족도Preoccupation), (BS; Body

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와Satisfaction) . , Heinberg

의 문항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Thompson SATAQ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는 내면화 외모의 사회적‘ (internalization)’,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지 요인들이 포‘ ’(awareness)

함되어있다 이 두 측정도구들은 많은 연구들에 의.

해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각 요인들의 신뢰도가 높,

게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요인들을 그대로 사

용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요인들을 그대.

로 사용하였는데 내적일치성을 분석해 본 결과 모, ,

든 문항들의 값이 이상으로Cronbach Alpha 0.75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외 인.

구통계학의 문항으로는 연령 성별 신장과 체중 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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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 .

분석방법2.

본 연구의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10.0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기술적 통계(descriptive

신뢰도검증 등Statistics), t-test, (Cronbach Alpha)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Ⅳ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값의 평균1.

본 연구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인구통

계학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 20

대의 응답자는 명 대의 응답자는333 (53.19%), 30

명 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명293 (46.81%) , 293

여성이 명 인 것으로 나타났(46.81%), 333 (53.19%)

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이 명 으. , 202 (32.27%)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명, 128 (20.45%),

관리직 명 전문직 명 주부43 (6.86%), 118 (18.85%),

명 서비스직 명 등의 순으로67 (10.70%), 14 (2.24%)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은 명. , 408

고졸 명 대학원졸 명(65.18%), 94 (15.02%), 67

등의 순이었다(10.70%) .

표 각 변인별 평균값< 1>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범위

최소 최대

신체
이미지

외모지향성AO ( ) 4.64 9.31 12 84

외모평가AE ( ) 4.02 4.72 7 49

몸무게집착WP ( ) 4.13 2.57 2 14

신체만족도BS ( ) 3.80 8.45 9 63

자아 존중감 4.50 7.52 10 70

공적 자기의식 4.18 10.71 14 98

사회
문화적
영향

미디어기준의 내면화 4.04 5.86 8 49

외모중요성 인지 4.82 3.67 4 28

외모 관리행동 3.36 7.63 10 64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한달 평균 비용은 만20

원 미만은 명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89 (62.14%) ,

그 다음이 만원 미만 명 만원 미만40 121 (19.33%), 5

명 만원 미만 명 만원95 (15.18%), 60 16 (2.55%), 100

이상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 (0.80%) .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각 변인별,

평균값과 평균편차는 표 과 같이 나타났다< 1> .

성별에 따른 변수별 각 변수별 차이2.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1) ,

성별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 와 같다 먼저t-test < 2> . ,

신체이미지의 하위영역인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4 ,

변인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4

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외모를. ,

중시하는 외모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 평가,

에 민감하였으며 몸무게 변화에도 민감하여 몸무게,

집착성향이 높았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위의 결과는 Cash35)의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더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몸무게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

로 남성보다 여성이 다이어트를 더 많이 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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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차이분석< 2>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값t

신체

이미지

AO
외모지향성( )

남성 4.06 0.73
-6.461***

여성 4.45 0.77

AE
외모평가( )

남성 3.88 0.64
-5.002***

여성 4.15 0.68

WP
몸무게집착( )

남성 3.78 1.21
-6.677***

여성 4.44 1.26

BS
신체만족도( )

남성 3.97 0.86
4.419***

여성 3.64 0.98

자아 존중감
남성 4.59 0.73

1.494
여성 4.50 0.77

***p<0.001

표 성별에 따른 각 신체만족도 차이 분석< 3>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값t

신체부위별
만족도

얼굴
남성 4.26 1.37

1.399
여성 4.10 1.53

헤어
남성 3.95 1.48

-1.203
여성 4.09 1.57

하체
남성 4.05 1.40

9.048***
여성 2.97 1.57

중간부위
허리 배( , )

남성 3.53 1.40
3.362**

여성 3.14 1.49

상체
남성 4.03 1.30

4.585***
여성 3.51 1.51

몸매
남성 4.08 1.35

3.651***
여성 3.66 1.53

몸무게
남성 3.73 1.37

2.303*
여성 3.46 1.56

키
남성 3.81 1.54

0.394
여성 3.76 1.77

전체외모
남성 4.28 1.19

1.935
여성 4.09 1.26

* p<0.05, ** p<0.01, ***p<0.001

의 몸무게에 대한 집착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국.

내 연구인 박우미36)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

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조성화

되어 비만이 아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만족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자,

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각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개의 문항 중 개의 문항< 3> . 9 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들은. ,

자신의 하체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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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허리와 배와 같은 중간 부위 몸무게 상체 몸, , ,

매 등의 순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신체에 대해

비판적이며 신체의 특정부위에 불만족한다는

와Franzoi Stephanie37)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신체만․
족도에 관해 조사한 국내연구38) 에서 한국 여대생들

보다 미국 여대생이 전반적으로 신체가 더 굵고 크

고 몸무게도 무거웠지만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

생보다 신체에 대해 훨씬 더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허벅지 힙 몸무. , ,

게 키 배등의 순으로 불만족을 높게 나타났다 이, .

는 본 연구 결과의 하체 중간 부위 허리 배 상체, ( , ), ,

몸매 몸무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공적 자기의식2)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표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자기의식이 더< 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기의식이 높다는 의미.

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차이< 4>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값t

공적 자기의식
남성 4.13 0.78

-2.59*
여성 4.37 0.76

*p<0.01

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차이분석< 5>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값t

사회

문화적 영향

미디어기준의
내면화

남성 3.87 0.75
-5.318***

여성 4.21 0.87

외모 중요성 인지
남성 4.63 0.83

-4.915***
여성 4.99 0.96

***p<0.001

표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분석< 6>

구 분 평균 표준편차 값t

외모관리행동
남성 3.53 0.75

-7.200***
여성 3.96 0.72

***p<0.001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

그리고 외모행동 등이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의 공적 자기의식은 신체이미지나 외모관련 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사회문화적 영향3)

표 와 같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의< 5> ,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두 하위영,

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즉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매스미디어를. ,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

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관리행동4)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비교를 조사한 결과,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의 점수가 남성에 비해 유의하

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측되어진 대로. , ,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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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에 따라 외

모관리행동 등의 자신에 대한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대한 만족

도가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들의 외모가 오늘날.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여성들의

외모는 관리되고 만들어져 가고 여성들의 외모관리

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

져왔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Ⅴ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공적 자기의식 신체이미,

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모관리 행동을 조사하는, ,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외,

모지향성이 높게 났으며 외모 평가에 대해 민감하,

게 나타났으며 몸무게변화에 민감하며 그리고 전, ,

반적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자아존중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자아존중,

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각 신체별부위 만. ,

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신,

체부위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들은 자신의 하체에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

며 그 다음이 허리와 배와 같은 중간 부위 몸무게, , ,

상체 몸매 등의 순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남녀의 차이를. , ․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인 자기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사회. ,

문화적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적 영,

향의 두 하위영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

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인지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 ,

보다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의식하는 공적 자기의식

이 높으며 신체만족도를 포함한 신체이미지가 낮으,

며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미의 기준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가 추구하는 미에 대

해 선호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다수

의 현대인들은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며 자아 존중감이 상실되기도 한다 따.

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현대인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

정에도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나 잡지 등. , TV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적 미의 기준을 더

욱 내면화시킴으로써 도달하지 못하는 미의 기준으,

로 인해 사회문화적 압력을 받는 동시에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른체형을.

이상적으로 보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 나아가 자아

존중감 상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극단,

적인 다이어트나 무리한 성형수술 등의 작용을 초래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영. ,

향에 쉽게 노출되는 여성들은 적절한 외모관리행동

을 통해 긍정적 신체이미지와 긍적적인 자아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체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가 성장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꾸준한 외모관리 행동의 노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체

이미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와 대만을 대, 20 30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

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연령층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간의 관계보다는. ,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분석에 주 초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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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남성과. ,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공적 자기의식에 따른 신,

체이미지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또한 성별뿐. ,

만 아니라 연령별 조사 혹은 집단에 따른 신체BMI

이미지 차이 등을 조사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모두 외국,

의 측정도구를 번역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는 보다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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