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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media involvement on appearance evaluation,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315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and

Chungnam from May to June 2013.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ath analysis using

the SPSS-WIN 20.0, AMO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dia involve-

ment were classified into low and high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evaluation

by level of involvement. The low group of media involvement indicated a more positive appearance evalu-

ation than the high group.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level of involvement. Third, media involvement directly affected appearance evalua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ppearance evaluation affected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

vior. This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media involvement,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s outward behavi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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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고 공

유하며, 그로 인해 어떤 특정한 행동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빠른 변화와 가시적 효과가 큰 패션제품은

미디어를 통해 일시에 ‘붐’이 되어 소비자들의 ‘잇 아이

템’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스타일이나 패션을

모방하는 행위나 드라마 주인공이나 연예인과 동일시

하는 효과는 미디어 접촉으로 인한 개인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본래 미디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매체를 접한 결과로 나타나는 효

과로 분류되기도 한다(McQuail, 2000). 이러한 매스미

디어의 영향으로 한 시대와 문화의 이상적 미에 대한 기

준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 외모와 자신을 비

교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은 동기화

되는 것이다(Lennon & Rudd, 1994). 즉 개인의 외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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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기준으로 매스미디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Bloch & Richins, 1992).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외모평가

및 이로 인한 외모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하

여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미디어와 외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

분 외모에 대한 구체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모

방행동이 활발한 시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신체이미지, 의복태도 및 행동, 외모관리행동 등

에 관한 연구들이다(Jhun, 2002; Kim et al., 2006; Lee,

2000; Roh & Kim, 2011). 이들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이

용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동조가 높

았으며,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는 충동성이 강하

고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얻기 위한 동조행동이 많

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심리적 변화도 많아 자아가 불

안정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왜곡되

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

들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외모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관리가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Yang,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연구대상

으로 삼았던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으

로 자아가 성숙되어있어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의 왜곡

이 비교적 적으며, 외모관리가 자유로운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비

해 자유로운 외모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외

모스트레스는 낮으나 사회적 비교에 의한 외모평가 및

외모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연령층

이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이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모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

에 미디어와 이들 외모 관련 변수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와 외모평가

외모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신체이미지의 다차원적

개념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며, Rudd and Lennon(2000)

은 신체에 대한 지각적 요소들과 태도적 요소들로 신체

이미지를 보았다. 이 중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자신이 신

체에 대하여 갖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외모평

가는 태도적 신체이미지의 하위차원이며(Cash, 1994), 다

양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극에 의해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미(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달

라지며, 개인은 변화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된 아름다움

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활발한 문화적 교류, 각종 매체

들을 통한 서구문화의 대중화로 인하여 미에 대한 사회

적 기준이 서구적으로 변화되면서(Gim et al., 2009; Tig-

gemann, 2002)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S라인 몸매나

V라인 얼굴이 미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마른 연예

인이나 모델들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 또는 잡지들을

많이 보는 여성일수록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

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체중에 불만을 갖으며,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에 따른 신

체 외모평가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h

& Richins, 1992; Harrison & Cantor, 1997; Posavac et

al., 1998; Yamamiya et al., 2005). Thompson and Hein-

berg(1999), Kim(2001)의 연구에서도 이상적 외모에 대

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미

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른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바탕으로 개인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Yoo, 2013). 특히 미디어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신의 실

제 모습과 이상적, 사회적 기준의 외모를 자주 비교하

게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 과

도한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폭식증, 거식증과 같은 비

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Stice et al., 1994).

미디어를 통한 외모평가의 영향은 초등학생 집단에도

적용되어 프리틴 세대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06)

의 연구결과 TV관여가 신체만족에 부(−)적 영향력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나타나 피트니스잡지에 노출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rry & Staska, 2001),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

(2008)의 연구에서도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은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외모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외모평가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은 성별, 연령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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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모스트레스

사회적 미의 기준변화에 대한 미디어의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외모스트

레스가 되기도 한다. Kim(2009)은 외모스트레스를 겉으

로 나타나 보이는 겉모습인 자신의 외모,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이 부정적일 때 정신건강상 개인에게 오는

심리적, 사회적인 부담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외모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자

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높기 때문에 신체 만족

도가 낮으며(Kim, 2007; Kim & Kahng, 1992), 이로 인하

여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높아져 간다. 여성의 경

우 중년 이후 연령에 따른 신체변화로 인한 외모스트레

스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신체부위 중 얼굴 관련 스트

레스로 인하여 미용성형수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Jeon & Chung, 2010).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력적인 외모가

사회적 지위나 성공적 결혼생활, 행복한 삶과 같은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며(Dion et al., 1972), 비

매력적인 사람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등(Sarwer et al., 2003) 후광효과(halo effect)를 발휘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

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존중감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Davis & Katzman, 1998; Yang,

1993), 외모가 단순히 자기만족이라는 내적 욕구뿐 아니

라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역할수행의 외적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스

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eo, 2012).

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모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기

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에도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보다 교우관계와 수업태도에

더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어 외모스트레스에 대

한 지대한 영향력을 지적하였다(Kim, 2009).

3. 외모관리행동

현대사회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

여 관심이 많으며, 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나타내기 위

하여 노력한다. 인간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Kaiser, 1990), 이상적 외모에 도달하기

위한 욕구충족을 위해 외모와 관련된 소비행동이 나타

난다. 따라서 아름다운 외모는 더 이상 ‘타고난 미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 정

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모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외모

관리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Kim, 2001).

외모관리방법으로는 의복이나 장신구, 화장, 피부관

리, 헤어스타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방법에서부터 체중

조절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까지 다양하

게 나타난다(Gim et al., 2009; Kim, 2001). Rudd and Le-

nnon(2000)의 연구에서는 체중조절, 운동, 화장품 사용,

성형수술, 체형보정 속옷착용에서 섭식장애나 약물남

용에까지 이르는 행동들을 모두 포함시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은 가장 보편적이

고 영향력 있는 TV매체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되는 피부관리, 체중조절, 화장품 사용, 의복착용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loch &

Richins, 1992).

Baek(2011)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을 의복관리,

미용관리, 전문적 외모관리, 체중관리, 신장관리로 구분

하였으며, 미디어에 대한 반응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

학생보다 미용관리와 체중관리를 많이 하며, 특히 TV프

로그램과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의복관리와 미

용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변형을

다루는 내용에 우연히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

변형에 대한 일반적 신념, 구체적 태도 및 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Na, 2002). Huh

and Lee(2011)의 연구에서도 TV시청시간이 길수록 성

형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과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관

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 Chung,

2010; Kim, 2001; Seo, 2012).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모관

리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8.8%

가 화장, 특히 피부관리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Jeon

& Chung,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매

스미디어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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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평

가, 외모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들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평가의 차이

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미디어 관여도와 외모평가, 외모스트레

스,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설문지는 미디어 관여, 외모평가,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An, 2007; Cash,

1990; Lee, 2007; Lee, 2000; Yang, 1993)을 바탕으로 수

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미디어는 TV, 영화, 인터넷, 잡지 등 외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포함시켰

으며, 전반적으로 이들 미디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

는 정도로 미디어 관여도를 정의하였다. Lee(2000)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인 미디어 관여도를 묻는 내

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 미디어 관

여도 점수는 5~25점의 범위를 지니며, 점수가 커질수록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는 .728로 나타났다. 외모평가에 대한 문항

은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BSRQ:

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 중 외모평가척도(Appearance evaluation sub-

scale)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661로 나

타났다. 외모스트레스는 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한정시

키지 않고 전체적 외모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Yang(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4문

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스트레스가 높

은 것을 의미하며, 총 14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7로 나

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은 An(2007), Lee(2007), Lee(2013)

을 토대로 의복 및 액세서리, 화장품, 피부, 헤어, 체중관

리, 외모변형행동에 대한 수행의도를 묻는 문항들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TV시청시간과 하루 평균 패션 및

화장품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시간, 전공계열, 한

달 평균 용돈에 대한 4문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는 대전과 충남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C대학과 G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

여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를 배부하

여 33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1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미디어 관여도,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의

일반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으며, 미디어 관여도에 따라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WIN 20.0, AMO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

test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전

공과 한 달 평균 용돈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은

크게 인문사회계열(법, 상경, 사범, 가정 등), 자연계열

(공과, 농과, 의약과 등), 예체능계열로 분류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78명으로 5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연계열 학생이

86명으로 27.3%를 차지하였으며, 예체능 계열이 51명

으로 16.2%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용돈은 20만 원 이

상~30만 원 미만이 115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이 85명(27.0%), 20만 원 미

만이 60명(19.0%), 4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31명

(9.8%), 50만 원 이상이 24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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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들의 외모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디어로는

인터넷이 181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TV가 111명(35.2%), 기타가 10명(3.2%), 잡지가 9명

(2.9%), 영화가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 163명

(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시간이 71명(22.5%), 2

~3시간이 48명(15.2%) 순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TV시

청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패션 및 화장품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

간은 1~2시간이 130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21명(38.4%)으로 높게 나타

났다. 2~3시간은 45명(14.3%), 3~4시간은 12명(3.8%),

4시간 이상도 7명(2.2%)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평가와 외모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디어 관여도의 총점을 산출

하였다. 관여도 총점은 최소 6점에서 최대 25점까지 분

포하며 평균은 18.060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집단은 미디어 고관여 집

단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는 집단을 미디어 저

관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외모평가는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모스트레

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집단에 따른 외모평가와 외모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외모평가

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외모스트레

스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분석

결과 미디어 저관여 집단은 외모평가에 대하여 미디어

고관여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긍정

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미디어 고관여 집단은 미디어 저관여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다는 의미이

다. 이러한 결과는 Shin(1997)과 Lee(2000)의 연구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신체에 대해 불만족

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

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2.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t-test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고관여 집단이 의복행동, 기초화

장품사용, 피부 및 네일 관리, 헤어관리, 체중조절, 외모

수정행동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색조, 기능성 화장품의 구입이나 몸매, 성형수술에

서는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미디어 고관여 집단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Hong et al.

(2007)의 연구에서 미디어 광고와 정보관심이 높을수

록 외모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리틴 세대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TV관여가 높을수록 체

중관리, 신장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시청시간이나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유행이

나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Jhun, 2002)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

를 나타내었다.

3. 미디어 관여도와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외

모관리행동의 관계

미디어 관여도와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외모관리

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한 결과 <Fig.

1>, <Table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Table 1. Differences in appearance evaluation and appearance stress between media involvement groups

Media Involvement

t-valueLow High

Mean (S.D.) Mean (S.D.)

Appearance evaluation 3.279 ( .479) 3.128 ( .606) −2.429**

Appearance stress 2.440 ( .685) 2.601 ( .748) −1.95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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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etween media involvement group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Media Involvement

t-valueTotal Low High

Mean (S.D.) Mean (S.D.) Mean (S.D.)

Clothing

Clothing 4.838 ( .447) 4.776 ( .534) 4.907 ( .314) −2.682**

Fashion accessories 4.760 ( .536) 4.673 ( .626) 4.847 ( .397) −2.971**

Jewelry 4.467 ( .918) 4.309 (1.016) 4.640 ( .762) −3.288**

Cosmetic

Fundamental cosmetics 4.444 ( .848) 4.291 ( .944) 4.613 ( .693) −3.477**

Color cosmetics 4.454 ( .917) 4.376 ( .920) 4.540 ( .910) −1.591

Functional cosmetics 4.121 (1.099) 4.024 (1.153) 4.227 (1.031) −1.637

Skin/nail care

Massage or pack 4.175 (1.024) 3.994 (1.090) 4.373 ( .909) −3.336**

Professional care by skin care shop or dermatology 4.241 (1.088) 4.079 (1.132) 4.420 (1.012) −2.810**

Using nail products 3.969 (1.175) 3.830 (1.182) 4.120 (1.152) −2.198*

Professional care by nail care shop 3.762 (1.286) 3.582 (1.307) 3.960 (1.236) −2.632**

Hair
Hair care products 4.038 (1.117) 3.849 (1.208) 4.247 ( .969) −3.241**

Professional care by beauty shop 3.797 (1.281) 3.594 (1.301) 4.020 (1.223) −2.986**

Weight
Exercise (fitness, aerobics, and yoga) 4.222 (1.053) 4.000 (1.115) 4.467 ( .924) −4.020***

Diet 4.013 (1.145) 3.818 (1.216) 4.227 (1.024) −3.208**

Appearance

Modification

Semi-permanent cosmetics (eyebrow, eyelash exten-

sion)
3.181 (1.392) 2.964 (1.388) 3.420 (1.362) −2.941**

Cosmetic procedure (peeling) 3.165 (1.405) 2.970 (1.363) 3.380 (1.422) −2.613**

Face plastic surgery (double-eyelid surgery) 3.034 (1.470) 2.776 (1.411) 3.320 (1.485) −3.334**

Body plastic surgery (liposuction) 2.718 (1.484) 2.564 (1.428) 2.887 (1.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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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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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χ
2
=381.423(df=145, p=.000), GFI=.890, NFI=.860,

CFI=.907, RMSEA=.072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

수들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구조

모형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Kim, 2008).

미디어 관여도는 외모평가와 외모관리행동에는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외모스트레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모평가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평가에는 부

적인 영향력(β=−.303, p<.01)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

모관리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β=.384, p<.001)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외모

관리행동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러한 결과는 드라마 노출이 외모만족도에 직, 간접

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Roh and Kim

(2011)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내면화된 개인의 가치 및

사회문화적 태도로 인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Thompson & Heinberg, 1999) 지지해주고 있는

바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

한 채널의 미디어 노출이 많은 젊은 연령층인 여대생들

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미디어에 대한 관여도에 따른 외

모 관련 변인에 대한 관련성과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315명의 응답자료들

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관여도에 따라 자신에 외모에 대한 평가

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외모스트레스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고관여 집단은 외모평가가 낮았으며, 외모스트레스에 대

한 점수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관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의복행동, 스킨/네일 케어, 헤

어관리, 체중조절에 있어서는 각각의 세부항목들이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화장품에서는 기초화

장품이 성형에서는 몸매성형수술을 제외한 세부항목들

이 미디어 관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

다.

셋째, 미디어 관여도와 외모평가, 외모스트레스, 외모

관리행동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디어 관

여도는 외모평가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외모평가는 외모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매력

적인 모델(연예인)이나 자신보다 좋은 상황에 처한 사

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접촉빈도나 관심

이 높을수록 상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

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Dittmar & Howard, 2004; Kim &

Lee, 2001; Sung et al., 2007). 그러나 미디어 관여도의 외

모스트레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외모스트레스 또한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디어 관여도는

외모평가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연령

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자극의 활

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디어 관여도가 외모평

가와는 부(−)적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외모평가는 외

모스트레스와 부(−)적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미디어의

편향된 자극으로 인해 소비자가 왜곡된 외모평가를 하

Table 3.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Hypotheses path Estimate t-value

Media involvement → Appearance evaluation −.303 −2.970***

Media involvement → Appearance management  .384  4.059***

Media involvement → Appearance stress  −.014  −.213***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stress −.796 −5.015***

Appearance evaluation → Appearance management .370  1.975***

Appearance stress → Appearance management .271  1.7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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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모평가와 외모관리행동은 정(+)의 연

관성을 갖기 때문에 부정적 외모평가가 긍정적 방향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뿐 아

니라 외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시 이에 대한 용어 및 시각적 자료들에 대한 정보,

내용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주의를 기해 개인의 외모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외모스

트레스가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모스트레

스를 외모관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해소할 것

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일반

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으로 쇼핑을 선택하기도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won and Moon(2007)의 연

구에 따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외모관련 스

트레스를 더 받으며, 충동구매성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외모스트레스와 구매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관여도와 외모 관련 변수들에 대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

한 선행연구에서는 외모스트레스와 심리적 변인(자기

효능감, 학교생활적응 등)과의 관련성을 주로 검증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외모스트레스와 외적 행동변인인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표본을 여대생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해야 한다.

또한 특정 미디어에 대하여 한정한 것이 아니라 평소 접

촉가능한 모든 채널의 미디어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특정 미디어 채널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미디어 종류에 따른 영향력을 연령별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모스트레스

에 대한 다양한 원인요소에 대한 분석 및 외모스트레스

로 인한 충동구매, 구매연기/포기 등과 같은 구매행동과

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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