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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eenager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appearance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for adolescence.

Teenage students who attend vocational schools get more Allowances than students who

attend general high schools, and those who have parents with lower education level also

get more Allowances. But the higher the economic standard and grades the students have,

the mor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they possess. Thus, the students who

attend general high schools have higher self-esteems and feelings of happiness tha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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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ocational schools. Additionally, the students who have higher economic standards and

parents with better’- education levels show more appearance satisfactions for their face,

skin and body. Therefore, the level of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chool, economic standards, amount of Allowances and parents' education level i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can also affect the self-esteem and the feelings of happiness.

Teenagers' appearance satisfac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self-esteem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Key words : 청소년기 외모만족도adolescence( ), appearance satisfactio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인구통계적특성 행복감 자아존중감( ), feeling of happiness( ), self-esteem( )

서 론I.

아름다운 외모는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

는 단서로서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버린 요즘 자신의, ,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성형수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H.

Lee, 2013).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명

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을 객

관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기준에 따라 비교하게 된

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확립되지 않은 자.

아정체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하기도 하고 이

로 말미암아 왜곡된 외모주의에 휩쓸리기 쉽다

실제 학년도 리서치 사이트에(Seong, 2008). 2013

서 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3 ,

겨울방학에 외모를 가꾸겠다라는 답변이 위로 나‘ ' 1

타났으며 그 중 가장 받고 싶은 성형수술 부위는,

눈 성형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70%

(Hyowan Kim, 2012) 이와 같이 외모는 타고나는. ‘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만들어지고 관’ ,

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념이 형·

성되면서(H. Shin & Cheon, 2008), 신체적 정신적·

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자아

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외모콤플렉스는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외모에(A. Lee, 2007),

불만족할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

적 사고는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적응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Jang & Song, 2004; Eungyoung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외모만족도 자아Kim, 2005). ,

존중감은 행복감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

모만족 요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요인으로 매우 중

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인구통계적 변

인에 따른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어, ,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자료 개발 및 미용 마케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한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2.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본다.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만족도와 자3.

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이론적 배경II.

외모만족도1.

외모만족도(appearance 란 개인이 자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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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체나 기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

도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 주체성 자존,

심 자기 가치의 근본을 말한다 또, (G. Shin, 2003).

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나타,

내는 외모만족도는 이상적인 외모에 가까울수록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G. Song & Kim,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

학생이나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신체의 체형 및 체

중에 따른 외모만족도가 낮았는데, Goo and

Lee 는 여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더(1994)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여학생이 이상적인 체

형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isook Lee and Kim(2000)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더 뚱뚱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

가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신체 부위별에 따른 외모만족도 관련 연구,

에서 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A. Ko and Kim(1996)

하반신 전신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으며 는 체중에 대한, Shim and Kim(2008)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를 변화시켜,

외모를 변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고 전체적으로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눈에 대한 외모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반,

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

신의 신체에 대한 이상적 모습이 실제 모습과 차이

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은 남. J. Hong(2002)

녀학생 모두 자신의 신체 중 허벅지 엉덩이 종아, ,

리 몸무게 키 등에서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 ,

며 그 외 머리카락 피부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 , , ,

부분에서는 중간 이상의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에 의하면 대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0)

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체가 불안할 때 외모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

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외모만족 수준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J. Kim and

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 및 경제수준Kim(2001) ,

나이 학교유형 신체충실지수 등이 외모만족도에, ,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여자고

등학교 학생들이 신체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은 신체 특성별. Hyejung Kim(2004)

로는 키와 몸무게의 비례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직업 사회계층이 외모, ,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피부상태와.

근육질의 정도는 가정의 총 월수입이 많고 상류층일

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 부위별로는,

얼굴생김새 눈 코 입의 조화 피부상태 머리카락, , , , ,

등을 포함하는 얼굴부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

체 신체부위 중 얼굴이 타인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학교유형별에 따른 선행연구에서 는G. Lee(1998)

여고 실업계 고교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

났으며 실업계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은. Jang(2004)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만족도의 수준이 남자고, , ,

등학교 남녀공학 여자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고, ,

하였는데 이는 여학생들만 모여 있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타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신체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신체 체형 신, ,

체부위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체만족 수준은,

사회계층 및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

년기에는 부모의 생활수준이나 학교성적이 외모만족

수준에 영향이 있으며 이러한 외모만족수준이 청소,

년들의 자아형성 과정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자아존중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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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ㆍ

견해를 뜻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여부 등, , ,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G. Jeon,

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1984). Rosenberg(1965)

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정도

즉 자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좋아

하며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하

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모든 일에 활동적

이고 자기표현을 잘하며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소심하고 억압

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Mija Lee, 2004).

최근 들어 사회전반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는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신과

사고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Cha, 2013).

선행연구에서 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Im(2011)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학교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만족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 학교생활에서 또래집단 내의 친

밀감 형성에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또래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적대적 태도 등의 반응으로, ,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Euicheol Kim, 2004). I.

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성적이Lee and Lee(2008)

좋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일반적자아존중감 및 가

정적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자아존중,

감은 여학생 집단과 형제가 있는 집단이 성적이 좋

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부적응 간에, ,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부적응에 자아존중감,

및 외모만족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

다 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Shim and Kim(2008)

외모에 대한 자부심 용돈 외모변화욕구 자신에 대, , ,

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하는 정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 학교성적, , ,

얼굴형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화장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은 얼굴만족. , Jang and Song(2004)

도 전신만족도 상반신만족도 하반신만족도가 자아, , ,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에 따른,

외모만족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

을 끼치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고 자기주장과 함께 대인관계도 원활하며 지도력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Jang

& Song, 2004; J. Ko, Jin, & Shim,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 수준이 사회적활동,

교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에도,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집.

단 내의 소속과 관계 및 지지도가 중요하며 자아존

중감의 중요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 수준

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높고 학교생,

활에서도 적응과 교우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행복감3.

행복감이란 즐거움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심리적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데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

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Padilla & Grant,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개인이나 사회가 보는1985).

시각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평안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건강 등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Cho, 2009).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에서 유쾌한 순간이 많을수

록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생,

활에서의 질 또는 일에 대한 만족정도 수입정도 등,

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행복은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상활과

관련이 깊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상황을 긍정,

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수록 행복감 수준은 더 높아

질 수 있다(Gang, 2012). S. Kim and Baek(2008)

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경제적 안

녕 자신에 대한 만족감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 , , ,

계 정서적 안녕 등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자신에, 6 ,

대한 만족이 행복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7 5

18

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E. Park, 2003; G. Hong,

에서 살펴보면 행복감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2006)

주관적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타인이 자신을 매력,

적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평가

하는 것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의(H. Park, 2010). Gong(2009)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만족도와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다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성향이 주

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줄 수 있는 변인임을 확

인하였다 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불만. Jeong(2013)

때문에 행복감이 낮아지므로 외모불만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모불만으로 인해 행복감이.

낮게 나타나는 학생들의 경우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

감을 높여 준다면 행복감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한편 의 연구에서, Euicheol Kim and Park(2004)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 및 인간관계가 행

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들 보다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자아존(Gook, 2001). D. Jeon(2011)

중감은 학교생활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며 사회적자아와 가정적자아 학업적자아 등에 중요,

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행복,

감은 많은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

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신건

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 관계 및 적응력,

학업성취도에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연구방법III.

측정도구1.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법이었으며,

설문지의 질문 구성은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행복, ,

감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

외모만족 문항은 얼굴 피부 몸매 등 가지로 분, , 3

류하였으며 얼굴은 이마 얼굴윤곽 눈 코 입 치, , , , , ,

아 등 문항으로 피부는 피부트러블 피부색 색소6 , , ,

침착 등 문항 몸매는 몸매라인 어깨 가슴 팔3 , , , , ,

다리 배 허리 엉덩이 종아리 키 몸무게 등 문, , , , , , 11

항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모20 (Table 1).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Ha and

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Han(2013)

으며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이었.78, .88, .90α

다 측정은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5 Likert ,

높을수록 더욱 자신의 얼굴 피부 몸매에 더 만족, ,

하는 것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중요성 등 자,

신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의 선Coopersmith(1967)

행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는 문항을10

선택하였다 개 문항의 신뢰도는 이(Table 2). 10 .82α

었다 측정은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5 Likert ,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에 관한

내용으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의 선Euicheol Kim and Park(2004), Jeong(2013)

행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는 문항을10

선택하였다 개 문항의 신뢰도는 이(Table 3). 10 .89α

었다 측정은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5 Likert ,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 , ,

돈 아버지 어머니학력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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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Item for Appearance Satisfaction

Measurement item

Face

forehead

the contour of face(the shape of jaws, face size)

nose

eye

lips

teeth(bimaxillary protrusion, orthodontic treatment etc.)

Skin

skin condition(acne etc.)

skin color(fairness)

pigmentations(dark circle, nevus etc.)

Body Size

body shape

legs(length, thickness)

height

arms(length and thickness)

underbelly

butt

calves

chest

Table 2. Measurement Item for Self-esteem

No. Measurement item

1 I feel like I have good merits.

2 Sometimes I think I'm not competent at all.

3 I have a positive attitude about myself.

4 Sometimes I feel useless.

5 I almost don’t have anything to feel proud of.

6 I feel less valuable than others.

7 Generally, I feel like a failure.

8 I can do anything like anyone elso.

9 Overall, I am satisfied with myself.

10 I hope to respect myself more.

Table 3. Measurement Item for Feelings of Euphoria

No. Measurement item

1 I have good living conditions.

2 I am satisfied with my life.

3 I am content with my family relationships.

4 I am pleased with the levels of expenditure.

5 I feel happiness throughout my life.

6 I am living better than my neighborhood.

7 If I were reborn, I would still want to be the present me.

8 I keep my body in great shape.

9 I live very happily.

10 I am content with my presen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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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대상 및 자료수집2.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13 1 30 2 15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남 진주지역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기 중 외,

모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인 남녀 고등학생 학년을2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명 남자 명 여자. 391 ( : 178 , :

명 이었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용돈213 ) .

만원 이하 만원 이상 만원 미만5 166(42.5%), 5 ~10

Table 4.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ppearance Satisfac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e Skin Body

Type of

School

Academic Boys High School(n=120) 2.78(b) 2.63(ab) 2.31(b)

Academic Girls High School (n=115) 3.03(a) 2.53(ab) 2.55(a)

Vocational Girls(n=59) 2.61(b) 2.76(a) 2.26(b)

Vocational General (Co-ed)(n=97) 2.69(b) 2.46(b) 2.19(b)

F 6.11** 2.32* 3.92**

Grades

High(n=53) 2.87(a) 2.46(b) 2.41

Mid(n=212) 2.89(a) 2.71(a) 2.36

Low(n=124) 2.63(b) 2.46(b) 2.27

F 5.15** 3.49* .640

Economic

Standard

High(n=35) 3.00 2.84 2.65(a)

Mid(n=307) 2.79 2.59 2.33(b)

Low(n=49) 2.73 2.56 2.23(b)

F 1.55 1.39 2.92*

Allowances

Less than 50,000(n=166)￦ 2.73(b) 2.52 2.24

More than 50,000~ Less than 100,000(n=142)￦ ￦ 2.81(ab) 2.64 2.43

More than 100,000 (n=83)￦ 2.97(a) 2.75 2.41

F 2.96* 2.05 2.40

Fa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00) 2.74 2.57 2.32

Above junior College(n=191) 2.87 2.66 2.37

t -1.72 -1.09 -.636

Mo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47) 2.75 2.56 2.35

Above junior College(n=144) 2.90 2.70 2.34

t -1.96 -1.64 .042

*p<.05, **p<.01, letters a, b are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5)

(n=391))

만원 이상이 이였다142(36.3%), 10 83(21.2%) .

부모의 최종학력은 아버지학력 전문대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학200(51.2%), 191(48.8%)

력은 전문대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이247(63.2%),

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상 중144(36.8%) , 35(9.0%),

하 학교유형은 인문계 남자307(78.5), 49(12.5%),

고 인문계 여자고 전문계 여120(30.7%), 115(29.4%),

자고 전문계 종합고 성적 상59(15.1%), 97(24.8%),

중 하 이였다55(14.1%), 212(54.5%), 12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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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3.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SPSS 12.0

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검증, , , t ,α

일원변량분석 의 다중범위검증 피어슨 상, Duncan ,

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Ⅳ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검증t

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4 .

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Table 4

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 , ,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은 얼굴. ,

몸매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p<.01 ,

부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얼p<.05 .

굴 몸매 만족도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

문계 남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 보다 얼, ,

굴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만족도는 전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

고 인문계 여자고 전문계 종합고등학교 학생보다, ,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얼

굴과 피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얼굴만.

족도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1 ,

성적이 높을수록 얼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부.

만족도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p<.05

며 성적이 중의 수준인 집단이 피부만족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몸매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몸매에 대한 만족 수

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매관리를 위.

해서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돈에 따라서는 얼굴만족도에서 수준에서p<.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만원 이상의 집단이, 10

만원 이하의 집단에 비해 얼굴에 대한 만족수준이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 수준이 얼굴관.

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자

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한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G. Lee(1998)

며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만족도의 수준이 남, , , ,

자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난 Jang and

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Song(2004)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2. ,

행복감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

이를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는t

와 같다Table 5 .

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Table 5 ,

행복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유,

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

복감은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 부모의 학, , , ,

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학교유형에서 수준으로p<.05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행복감은 수준에서, p<.01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문계. ,

남자고등학생이 인문계여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 ,

계 종합고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은 인문계 남자 여자고등학, ㆍ

교 학생이 전문계여자고와 종합고 학생들에 비해 행

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경. , ,

제수준 용돈 어머니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

가 없었다.

행복감은 학교유형에서 수준에서 유의한p<.01

차이를 나타냈으며 인문계남자고 여자고 학생이, ㆍ

전문계 학생들보다 행복감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

다 성적에 따라서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p<.01

를 나타냈으며 성적수준이 상 중의 집단이 하의, ,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행복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수준으로 유의한. p<.01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수준이 상의 집단이 중 하의, ,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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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Self-esteem and Feeling of Happiness

Self-esteem, Feeling of Happin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esteem
Feeling of

Happiness

Type of School

Boys Academic High School(n=120) 3.11(a) 3.00(a)

Girls Academic High school(n=115) 3.04(ab) 3.14(a)

Girls Vocational High school(n=59) 2.98(b) 2.64(b)

General Vocational School (Co-ed)(n=97) 2.93(b) 2.81(b)

F 3.37* 9.73**

Grades

High(n=53) 2.99 3.07(a)

Mid(n=212) 3.05 3.02(a)

Low(n=124) 3.02 2.73(b)

F .314 9.31**

Economic

Standard

High(n=35) 3.00 3.41(a)

Mid(n=307) 2.79 2.94(b)

Low(n=49) 2.73 2.62(c)

F .977 15.19**

Allowances

Less than 50,000 (n=166)￦ 3.06 2.87(b)

More than 50,0005~Less than 100,000 (n=142)￦ ￦ 3.03 2.91(b)

More than 100,000 (n=83)￦ 2.96 3.12(a)

F 1.49 4.16*

Fa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00) 3.02 2.81

Above Junior College(n=191) 3.03 3.08

t -.341 -4.13**

Mother’s

Education

Below Junior College(n=247) 3.04 2.84

Above Junior College(n=144) 3.00 3.11

t .830 -3.74**

*p<.05, **p<.01, letters a, b are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5)

(n=391)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용돈에 따라서는 수준에서 유의. p<.05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만원 이상이 만원 이하, 10 10

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용돈이 높

을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p<.01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이 자아존

중감이 더 높고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 I. Lee and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행복감은Lee(2008) .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

족감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 등, , , ,

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만족이 행복지수에 가장 많

은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Euicheol Kim &

결과를 지지하였다Park, 2004; D. Jeon,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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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과의 인과관계3.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관계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

감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 Table 7,

과 같다Table 8 .

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Table 6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교유형은 용돈과.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1 ,

부모의 학력 자아존중감과는 수준에서 유의, p<.01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전문계 학생이 인문.

계 학생에 비해 용돈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용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경제수준과.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p<.01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Feeling of Happiness
(n=391)

Variables
type of

School
Grades

Economic

Stabdard
Allowances

F a t h e r ’ s

Education

Mo t he r ’ s

Education

Demographic

Variables

Grades -.051

Economic

Standard
.077 .168**

Allowances .180** -.108** -.144**

Father’s

Education
-.164** -.061 -.164** -.188**

Mo t he r ’ s

Education
-.139** -.067** -139** .045 .516**

Appearance

Satisfaction

Face .017 -.138** -.145** .116* .107* .099

Skin -.038 -.079 -.109* .120* .108* .107*

Body -.003 -.057 -.121* .103* .058 .017

Self-esteem -.137** .002 -.070 -.043 .055 .013

Feeling of Happiness -.031 -.196** -.266** .133** .20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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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용돈 어머니학력 행복감과는 수준에서, , , p<.01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교성적이 높.

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

적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수준 어머니학력 행복감이, ,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은 용돈 어머니학력. , ,

얼굴 행복감과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 p<.01

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의 피부와 몸매와는,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p<.05 .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수준이 낮고 어머니학력,

과 행복감 얼굴에 대한 만족 수준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와 몸매에.

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용돈은 아버지학.

력과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p<.01

으며 행복감이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 p<.01

계가 있었다 또한 외모만족도의 얼굴 피부 몸매와. , ,

는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

즉 용돈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높고 용돈, ,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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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의 얼굴 피부 몸, ,

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학력 행복감에서 수준에서 유, p<.01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모만족도의 얼굴, ,

피부에서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p<.05

있었다 즉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학력이 높.

았으며 어머니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고 아, ,

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얼굴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학력은 피부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행복감에,

서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Causal Model Ⅰ

(n=391)

Dependent Variables b β t overall F

DV: Face

R²=.24

F=6.78**

DW=1.89

Self-esteem .003 .002 .040

Feeling of Happiness .530 .494 9.64**

Type of School .023 .037 .769

Grades -.047 -.044 -.906

Economic Standard .044 .086 1.59

Allowances .053 .070 1.42

Father’s Education -.026 -.026 -.437

Mother’s Education .037 .037 .617

DV: Skin

R²=.91

F=36.9**

DW=1.94

Self-esteem -.154 -.079 -1.54

Feeling of Happiness .372 .293 5.30**

Type of School -.027 -.037 -.711

Grades -.033 -.026 -.501

Economic Standard .034 .056 .959*

Allowances .089 .099 1.87*

Father’s Education .019 .016 .256

Mother’s Education .039 .033 .514

DV: Body

R²=.13

F=26.47**

DW=1.95

Self-esteem -.254 -.132 -2.59**

Feeling of Happiness .429 .341 6.26**

Type of School -.017 -.024 -.467

Grades .006 .005 .099

Economic Standard .000 -.001 -.009

Allowances .046 .053 1.01

Father’s Education .025 .021 .335

Mother’s Education -.100 -.085 -1.34

*p<.05, **p<.01 DV= Dependent Variables

어머니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고 피부 만족,

도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및 인과모형2)

각 변인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Table 8 . p<.05

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

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계수를 사용하였, beta

다 한편 성별과 학교유형의 경우 가변수를 사용하.

였는데 학교유형에서는 전문계고와 전문계 종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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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usal Model Ⅰ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Causal Model Ⅱ

(n=391)

변인 b β t overall F

DV: Self-esteem

R²=.39

F=1.79*

DW=1.90

Appearance Satisfaction .420 .417 .892*

Feeling of Happiness .081 .124 1.93*

Type of School -.043 -.117 -2.18*

Grades -.010 -.016 -.301

Economic Standard -.121 -.253 -5.29

Allowances -.046 -.101 -1.89

Father’s Education .058 .096 1.46

Mother’s Education -.088 -.147 -2.24

DV: Feeling of Happiness

R²=.34

F=22.3**

DW=1.94

Appearance Satisfaction .420 .415 9.32**

Self-esteem .130 .085 1.93*

Type of School -.002 -.003 -.063

Grades -.114 -.112 -2.30*

Economic Standard -.145 -.306 -5.81**

Allowances .031 .044 .886

Father’s Education .095 .101 1.67*

Mother’s Education .051 .054 .905

*p<.05, **p<.01 DV=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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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인문계 여고와 남고를 점으로 부여하였다 학1 , 0 .

교성적과 경제수준은 상 중을 점 하 점으로 용, 1 , 0 ,

돈은 만원이하 점 만원 이상 점으로 하였으10 1 , 10 0

며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이상 점 전문대이하를, 1 , 0

점으로 하였다.

에서 얼굴 피부 몸매가 자아존중감과 행Table 7 , ,

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얼굴은 행복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beta=.494, t=9.64**, *p<.01)

주었으며 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이었으며1 24% ,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다 즉.

얼굴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

고 얼굴이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 학교유형 학교성적 경제수준. . , , ,

용돈 어머니학력은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피부는 행복감 경(beta=.293, t=5.30**, **p<.01),

제수준 용돈(beta=.056, t=.959*, *p<.05),

에 직접적인 영향이(beta=.099, t=1.87*, *p<.05)

있었으며 개 변인의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3 91% .

즉 행복감이 높을수록 경제수준과 용돈수준이 높을

수록 피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 학교유형 학교성적 어머니학력은 유의, , ,

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몸매는 자아존중감.

행복감(beta=-.132, t=-2.59**, *p<.01),

에 직접적인 영향을(beta=.341, t=6.26**, *p<.01)

주었으며 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였다 몸매2 13% .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Figure 2. Causal Model Ⅱ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즉 몸매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행복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Figure 1). 이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기준에

의한 이상적인 몸매로 가꾸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Goo and

Lee(1994), Misook Lee and Kim(2000)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였다.

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이 외모만족도 및 자Table 8

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

모만족도 행복감(beta=.417, t=.892*, *p<.05),

학교유형(beta=.124 t=1.93*, *p<.05),

은 자아존중감에 직(beta=-.117, t=-2.18*, *p<.05)

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개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3

이었다 전문계 학생 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행39% . ,

복감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유형이 자아존중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며 행복감이 외모만족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교성적. ,

경제수준 용돈 아버지 어머니학력은 유의적인 영, ,

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외모만족도. (beta=.415,

자아존중감t=9.32**, **p<.01), (beta=.085,

학교성적t=1.93*, *p<.05), (beta=-.112 t=-2.30*,

경제수준*p<.05), (beta=-.306, t=-5.81**, **p<.01),

아버지학력 은 행복감(beta=.101, t=1.67*, *p<.05)

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개 변인의 설명력은, 5

로 나타났다 학교유형 용돈 어머니 학력은 유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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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외모만족도가 높고. ,

아버지학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성적 경, ,

제수준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면 행(Figure 2).

복감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의E. Jeong(2013)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행복감이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사회적자아와 가정적자

아 학업적자아 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한, D.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Jeon(2011) .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의 얼굴 피부 몸매 등, ,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얼굴 피부에 대한 만족도 보,

다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모만족도 요인 중 얼굴 피부,

보다는 몸매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으

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매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

되는 평가기준에 맞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 론.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

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행복감과의 차이를 파악하,

고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행, ,

복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의 차이,

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준 용돈에, , , ,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에서 얼굴은 인.

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전문계여,

자고 전문계 종합고 보다 얼굴만족도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만족도는 전문계 여자고,

등학교 학생이 인문계 남자고 인문계 여자고 전문, ,

계 종합고등학교 학생보다 피부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외모만.

족도의 차이는 얼굴과 피부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성적이 중의 수준인 집단이 피부만족,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몸매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은 만원. 10

이상의 집단이 만원 이하의 집단에 비해 얼굴에10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았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행복, ,

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성적 경제수, , ,

준 용돈 부모의 학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이 인문

계여자고 전문계여자고 전문계 종합고 학생에 비, ,

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

감은 인문계 남자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계여자ㆍ

고와 종합고 학생들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 중의 집단. ,

이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상의 집단.

이 중 하의 집단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는 만원 이상이 만. 10 10

원 이하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전문

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 행복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경제수준 용돈 어머니학력에. , , , ,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외모만족도 요인인 얼굴 피부 몸매가 자아, , ,

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얼굴

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피부는 행복.

감 경제수준 용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몸매, , .

는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이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

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

중감은 외모만족도 행복감 학교유형이 직접적인, ,

영향을 주었다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 ,

학교성적 경제수준 아버지학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모만족도 요인 중 얼굴만족도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고 피부는 경제수준 및 용,

돈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행복감은 높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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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형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행,

복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외모만족.

도 행복감 학교유형 아버지학력은 자아존중감 행, , , ,

복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들

의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도 낮아지고 결론적으로 행복감 또한 낮아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감의 경우 외모만족. ,

도가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면 행복감이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즉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을수

록 행복감의 수준 또한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있어 행복감은 외모

만족도가 높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행복 기준 판단을.

얼굴 학교 피부 외모 등의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 , ,

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에 직

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모만족도 향상보.

다는 자아성취감 자기개발 인성함양 등의 내적인, ,

요소의 고취를 통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건

전한 가치관 확립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사회 학교 가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

관심으로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으로 인한 소외청

소년의 비율을 감소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연구에서 타 지역과의 비

교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으로 조사대상자의 지

역이 한정되었다는 점과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측

정도구가 제한된 문장으로 조사된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들의 외모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얼굴,

피부 몸매 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정도를 살,

펴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

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보다 구체화 시켜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요인이 청소년들의 행.

복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청소년들의 외

모에 대한 태도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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