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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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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stress into groups and analyze their 

differences in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77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living in Deagu metropolitan City.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t-test, and 

t-test are all used for data analysis. Our findings show that stress developed due to 

several reasons: the categories are as follows into grades-related low stress, exam-related 

high stress, and society-related high stress. For the purposes of our study, we labeled 

self-consciousness as a combination of being socially and privately  self-consciousness 

and showing signs of social anxiet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deals with esthetic 

plastic surgery, clothing harmony, weight management, hair management, health care, skin 

care, and meal management. Stress show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ub-variable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group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re i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tress,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grade. The students in seemed to recognize that their appearance can be 

improved by dressing up and managing their outwardly appearance. Teachers should 

educate students to have the variety of views on the meaning of beauty. In addition, 

schools need to develop programs to educate student about appearances, as the student’s 

interests differ due to the stress type of the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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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Ⅰ

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  

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 

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

이 있으며 명중 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 5 1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관 및 학교 가정 등 . , 

사회전반에서 청소년에게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Ha & Kang, 2012).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력 부족과 동시

에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 

불안한 상태로 쉽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K. Lee, 

이런 사회적 환경에W. Jung, & Y. Youm, 2008). 

서 청소년은 심리적 갈등 성취 경쟁에서 스트레스, , 

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 

입시와 관련된 높은 부담감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

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청. 

소년들은 학업문제 진학문제 친구관계 가정에서의 , , , 

가족관계 외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불안정, 

과 함께 때로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되기도 한다

(Ha & Kang, 2012).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성적과 교우관계 가정에  , 

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이 

직면한 삶의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 

외부로부터 위협이 반응능력수준을 넘으면 위협을 

느끼고 갈등상태를 가지게 되어 스트레스가 생긴다.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개인의 

성격 개인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 , 

제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다르게 받

아들이고 대처하게 된다(M. Lee & E. Lee, 2000). 

따라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자아에 관한 관심이 높

고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중학생과 고, 

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자아의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들이 직면한 스트레스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적자아의식과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

적자아의식이 있다 공적자기의식이 높다는 의미는 .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 그리, 

고 외모행동 등과 관련된다(Seunghee Lee &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Siweon Lee, 2009). 

가를 중요시 여기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체적 , 

아름다움과 외모를 가꾸는데 다양한 행동을 유발한

다 게다가 신체적 외모는 (J. Jeon & Yoo, 2011). 

매우 가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와도 직결되며 외모의 긍정적, 

인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만

족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다

(Soogyoung. Lee & Koh, 2006). J. Jeon and 

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Yoo(2011)

신체에 대한 불안과 불만족으로 의복관리 체형관리 ,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모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스트레스와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해 체중조절 화장, , 

피부관리 건강관리 옷차림 헤어관리 등 다양한 노, , , 

력을 하는 외모관리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해 만족할  

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또래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또한 학업성적 및 부모(B. Park, Kang, & Shin). 

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등의 스트레스와 다이어, 

트 행동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Ha & Kang,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자아2012). 

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수  

행해야 할 과제와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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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받는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 

하지만 선행연구는 중학생의 비만스트레스(Jieun 

고등학생의 Lee, Auh, I. Jung, & J. Kim, 2012), 

스트레스(M. Lee & E. Lee, 2000; Jeesook Lee, 

성인여B. Lee, & Oh, 2009; Ha & Kang, 2012), 

성의 신체외모스트레스(H. Jeon & M. Chung, ․
2008; Y. Park & Younjung Son, 2009; H. Jeon & 

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M. Chung, 2010)

다. 

따라서 외모는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  

였을 때 아름다우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스트레스

를 적게 받는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

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고 그의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모

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청소년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면하는 삶의 과제들 중에서   

현재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하거나 견디기 곤란한 새

로운 사태에 직면할 때 생기는 생리적 정서적 긴, , 

장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M. Lee & E. Lee, 2000). 

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에서 부과되는 환, , 

경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Ha & Kang, 

또한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반응 2012). 

능력의 수준을 넘거나 혹은 각 개인들이 지니고 있

는 일정 수준의 자원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므로 인간의 갈등상태를 표현해 준다(Youngju 

Son, Choi, & Song, 2010). 

는 청소년들은 공부 학교   Kwon and Moon(2007) /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다음 부모

관련 스트레스와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었다 이는 .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즐겁게 공부하기 보다

는 흥미 없는 교과목을 시험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타율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Jeesook Lee et 

는 청소년들은 학교 가정 교우 관계 등al. (2009) , , 

의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높. 

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응, 

답자들의 우울성향이 평균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은 학업성적 및 부모와의 . Ha and Kang(2012)

갈등 친구와의 관계 등의 심리적 요인과 다이어트 , 

행동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심리, 

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민감한 청소, , 

년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관심 및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은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 중 남녀 Hong(1990)

모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은 청. M. Lee and E. Lee(2000)

소년들은 용돈이 많고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을수록 학교에서 제시하는 의복규칙을 더 많이 위배

하여 평상복에서도 규범을 따르지 않았으며 학교성, 

적이 낮을수록 통학복에서 교칙위반의 복장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은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Ha and Kang(2012)

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정도가 높았으며 친구관계 ,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

출 다이어트에 의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 

고 하였다 은 청소년들. Y. Kim and H. Jeon(2014)

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사

회적 분위기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가

장 큰 요인이 됨을 밝혔고 외모스트레스가 높은 청, 

소년일수록 두피모발관리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
다 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 Kwon and Moon(2007)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충

동구매 경향성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있고 행동을 ,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충

동구매를 적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 

있어 돈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자신을 경영하는데 있

어 소비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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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청소년의 경제적 부

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변인을 친구스트레스  , 

시험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수업스, , , 

트레스로 하여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한다. 

자아의식  2.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타  , 

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때

문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

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 

기게 된다 상황에서 관심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 

두고자 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을 자기의식이

라 하며 대상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느냐 사회관계에 

두느냐에 따라 사적자기의식과 공적자기의식으로 나

눌 수 있다. Fenigstein, Scheier, and Buss (1975)

은 자기의식을 개인의 특질 차원으로 개념화시키고 

사적 자기의식 과 공적 (private self-consciousness)

자기의식 사회적 불안(public self-consciousness), 

으로 구분하였다 공적 자기의식이 (social anxiety) .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 

외모가 경쟁력인 만큼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

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J. 

자신의 신체적 불만족을 개선Jeon & Yoo, 2011), 

하고자 외모관리행동에 열중한다 공적 불안이 높은 .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민감하고 자신

의 사회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나치(Smith, Ingram, & Brehm, 1983), 

게 높은 공적 자아의식과 공적 불안은 다른 사람에

게 보여지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욕구를 증가시켜 대인관계에서 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자신을 과도하, 

게 억압하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자존

감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Feingstein et 

al., 1975). 

는 외모관리는 자아에 관한 시각적   Kaiser(1990)

그림을 창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를 이해하

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는 . Sanggoo Lee(2004)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식적인 성

향으로 인하여 운동을 자주 하지 않고 한 번 참가, 

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스포츠 참가를 통해

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나 몰입과 같은 진정한 스

포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오래 참가하

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공적 자기의식은 외모와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 

대한 자기의식과 불안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식을 . Feingstein et 

의 개인 특질 차원인 사적 자기의식 공적 al. (1975) , 

자기의식 불안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자기, 

의식과 스트레스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외모관리행동  3.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  

에 기인하여 현재보다 더욱 아름다우며 젊고 건강, 

하게 관리하는 행동이다 인간은 끊(E. Park, 2012). 

임없이 변화되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이, 

미지에 대한 인식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결점이나 ,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

력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은 (Cruickshank, 1971).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 , , 

부관리 의복 등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며 이런 , , 

행동을 통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 신체와의 

거리감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한다(Kaiser, 1990). 

이런  외모관리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변화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감을 주며 좋은 이미지로 

평가되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

에도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갖도록 해 준다(J. 

Jeon & Yoo, 2011). 

은 자신의 신체에   Misil Chung and K. Lee(2007)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입은 의복

이나 액세서리 등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즉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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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다소 

눈에 띄더라도 현재 청소년들이 호감을 갖고 동일시

하는 연예인의 옷차림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해 호의적인 . 

태도를 갖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개선

하며 표현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 

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Jieun Lee et al. 

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비만으로 인한 (2012)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 

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외모관리는 사회적 현상으로 특징 되어질   

만큼 중요해졌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E. Park & 

Cho, 2012). 

따라서 여자청소년이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상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외모

관리행동의 하위변인을 미용성형 의복조화 체중관, , 

리 헤어관리 건강관리 식사관리로 설정하여 알아, , ,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Ⅲ

연구내용  1.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1.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의식 및 외모관리행  2. 

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  3. 

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청소년 여중생 여고생 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  4. ( , ) , 

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자료수집 및 분석  2. 

대구지역의 여중생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년   2014

월에 걸쳐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2 , 

탕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년 . 2014

월 일 월 일 대구지역의 여중생과 여고생을 3 10 ~3 21

대상으로 설문지 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회360 . 

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를 337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SPSS PC+ 20.0 

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 , , 

검증 상관관계 군집분석, , , ANOVA, Duncant test, 

를 실시하였다t-test . 

측정도구 및 절차  3. 

  

본 연구에 사용한 스트레스 자아의식 외모관리  , , 

행동 등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

들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 . 

측정항목들은 사전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으

며 점 리커트 척도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5 (1 : , 5 : 

매우 그렇다 로 각 개념항목을 측정하였다 스트레) . 

스 자아의식 외모관리행동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 , 

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는 어떠한 환  (appearance management)

경이나 조건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느

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말한다 선행연구, . 

(Jeesook Lee et al., 2009: Kwon & Moon, 2007: 

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H. Jeon & M. Chung, 2008)

수정 보완한 문항을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17 5

다. 

자아의식 는 자신에게 주의를   (self-consciousness)

집중하는 자기지각 상태에서 관심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를 의미한다 선행연구. (Fenigstein et al, 

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1975: Ryoo, 2007) , 

완하여 문항을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2 5 . 

외모관리행동  (appearance management 

은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behaviors)

적으로 행하는 미용성형 옷차림 체중관리 헤어관, , , 

리 건강관리 피부관리 식사관리 등을 의미한다, , , .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E. Park, 2012)

정 보완하여 문항을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22 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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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Ⅳ

스트레스 자아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의  1. , 

요인구조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Varimax 

과 같다 요인 은 친구와 헤어지거나 친구Table 1 . 1

가 나의 마음을 몰라 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

용으로 친구스트레스 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는 시“ ” 2

험 결과에 대해 걱정이 되거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시험스트레스 라 명“ ”

Table 1. Factor Analysis for Stress

Factor/Variables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Friend stress

When parting with a close friend.

When my friend don’t understand me.

When I don’t have an accordant friend.

When my friend leaves me out in the cold.

When my friend acts haughty.

.74

.74

.72

.67

.59

.77

(3.45)

Eigen value 2.61 Cumulative variance(%) 15.33 Mean 3.45

Factor 2: Test stress

When worrying about test result.

When failing exam.

When I have pressure about exam.

When I am scolded or reproached.

.86

.83

.68

.65

.77

(4.00)

Eigen value 2.43 Cumulative variance(%) 29.59 Mean 4.00

Factor 3: Economy stress

When I feel my family economy is weak.

When the economy of mine and my friend’s is compared.

When I am not satisfied with my house and my environment.

.88

.83

.81

.85

(2.54)

Eigen value 2.34 Cumulative variance(%) 43.36 Mean 2.54

Factor 4: Family stress

When my family members don’t allow me to do games.

When my family members don’t allow me to watch T.V..

When teased that I am too tall or too thin.

.79

.74

.60

.58

(2.13)

Eigen value 1.72 Cumulative variance(%) 53.46 Mean 2.13

Factor 5: Lesson stress

When I can’t concentrate on classes.

When I can’t understand the content in class.

.77

.76

.59

(2.97)

Eigen value 1.49 Cumulative variance(%) 62.24 Mean 2.97

명하였다 요인 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 3

느껴지거나 우리 집이 친구 집과 경제적으로 비교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경제스트레스 라 “ ”

명명하였으며 요인 는 가족들이 컴퓨터 게임을 못4

하게 하거나 를 못 보게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TV

다는 내용으로 가족스트레스 라 명명하였다 요인 “ ” . 

는 수업시간에 집중이 되지 않거나 수업내용이 이5

해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수업스트레스 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개 요인별 “ ” . 5

신뢰도 확인결과 값이 요인 은 Cronbach’ 1 .77, α 

요인 는 요인 은 요인 는 요인 2 .77, 3 .85, 4 .58, 5

는 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였다.59 , 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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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서 보면 여자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시험에   ,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에 대한 압박을 느

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공부 학교 관. /

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한 Kwon and 

의 연구를 지지한다 고교생의 스트레스 Moon(2007) . 

요인 중 남녀 모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 의 연구와 Hong(1990)

유사하다 청소년들은 학교 가정 교우 관계 등의 . , ,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 의 연구를 뒷받침한Jeesook Lee et al. (2009)

다 이와 같이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친. 

구와 같이 지내므로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였다 에 Shim(2007) . Table 1

나타난 결과에 따라 각 점 척도의 평균값에 의해 5

미리 정한 군집의 수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평K-

균군집을 실시한 결과 와 같다 학교는 청소Table 2 . 

년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가족이 자신을 . 

인정해주고 친구와 비슷한 경제수준이면 원만한 친

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

다 이처럼 원만한 친구관계를 이루면 학교생활이 . 

즐겁게 되어 사회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이

다 집단 은 가족 경제 친구와 관련한 사회관련  . 1 , , 

스트레스 수준이 세 집단 중 중간 집단으로 사회관“

련 스트레스 중간집단 이라 명명하였으며 명” 89

이었다 집단 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높(26.4%) . 2

Table 2. Groups according to Stress

Groups

Stress 

Society-related stress 

middle group

N=89(26.4%)

Exam-related stress

high group

N=102(30.3%)

Social-related stress 

high group  

N=146(43.3%)

F

Friend stress 3.09a Bb 2.98 C 3.99 A 65.84***

Test stress 3.01 C 4.36 A 4.16 B 67.88***

Economy stress 2.22 B 1.59 C 3.41 A 171.22***

Family stress 1.92 B 1.65 B 2.58 A 50.61***

Lesson stress 2.02 C 3.11 B 3.44 A 93.59***

 ***p .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C)

고 결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 시험에 관련

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시험관련 스트“

레스 고집단 이라 명명하였으며 명 이었” 102 (30.3%)

다 집단 은 가족 경제 친구 수업과 관련한 사회. 3 , , ,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사회관련 스“

트레스 고집단 이라 명명하였으며 명 이” 146 (43.3%)

었다. 

청소년의 자아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  

과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Varimax 

과 같다 요인 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Table 3 . 1

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며 집을 나오기 직전에 거

울을 본다는 내용으로 공적자아의식 이라 명명하였“ ”

다 요인 는 새로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 2

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불안하다는 내용

으로 대인불안 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은 자신에 “ ” , 3

대해 반성을 하며 자신을 엄밀하게 평가한다는 내용

으로 사적자아의식 이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개 “ ” . 3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값이 요인 Cronbach’ 1α 

은 요인 는 요인 은 로 나타났으며.77, 2 .69, 3 .65 , 

전체설명력은 였다56.85% . 

평균에서 보면 청소년의 생활공간으로 학교는 사  , 

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은 원만

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 

사회적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이 형성되므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친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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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for Self-consciousness

Factor/Variable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Social self-consciousness

I am sensitive about how my friends think of me.

I look into the mirror before just leaving home without fail.

I make an effort to give my friends good impression.

I think about how I look to others.

.84

.73

.72

.71

.77

(3.97)

Eigen value 2.46 Cumulative variance(%) 20.50 Mean 3.97

Factor 2: Social anxiety

It takes time overcoming awkwardness in a new situation.

I feel nervous when talking in front of many people.

It is difficult to talk with strangers.

I feel nervous where there are many people.

.74

.72

.71

.67

.69

(3.26)

Eigen value 2.25 Cumulative variance(%) 39.24 Mean 3.26

Factor 3: Private self-consciousness

I reflect myself a lot.

I assess myself closely.

I always think about motivation occurring certain things or behaviors.

I care something for my thoughts.

.75

74

.62

.57

.65

(3.53)

Eigen value 2.11 Cumulative variance(%) 56.85 Mean 3.5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분  

석과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Varimax

와 같다 요인 은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Table 4 . 1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으며 매력적인 연예인을 보면 

성형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미용성형 이라 명명하였“ ”

다 요인 는 옷을 입을 때 다른 옷과 잘 어울리는. 2

지 생각해보고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옷차

림을 확인하다는 내용으로 의복조화 라 명명하였“ ”

고 요인 은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가끔 다이, 3

어트를 하곤 하며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

으로 체중관리 라 명명하였다 요인 는 머리손질“ ” . 4

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머리를 자주 드라이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헤어관리 라 명명하였고 요인 “ ” 5

는 아프지 않아도 가끔 보약을 먹으며 몸에 좋은 음

식을 골라 먹는편이다는 내용으로 건강관리 라 명“ ”

명하였다 요인 은 일주일에 일 이상은 목욕을 하. 6 3

며 피부관리를 위해 세안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내

용으로 피부관리 라 명명하였고 요인 은 건강을 “ ” 7

생각해서 아침은 먹는 편이다는 내용으로 식사관“

리 라 명명하였다 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 . 7

값이 요인 은 요인 는 요Cronbach’ 1 .82, 2 .82, α 

인 은 요인 는 요인 는 요인 은 3 .82, 4 .77, 5 .62, 6

요인 은 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4, 7 .59 , 

였다68.90% . 

평균에서 보면 외모관리행동에서 중요하게 여기  , 

는 것이 식습관리로 나타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

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약에 의존.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도는 낮다 또한 멋진 옷차림이 친구들로부터 인. 

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모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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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f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Variable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Esthetic plastic surgery

I’m interested in plastic surgery for improving appearance.

I become to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watching celebrities.

It’s worth having a plastic surgery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Plastic surgery is important for improving a body image.

.89

.85

.84

.83

.82

(2.95)

Eigen value 3.08 Cumulative variance(%) 14.01 Mean 2.95

Factor 2: Clothing harmony

When putting on clothes, I consider those are well fit for other clothes in 

the closet.

I check my dressing before going out in front of others.

Usually I have much interest in clothes others are wearing.

I often check my appearance through a mirror.

.84

.82

.72

.66

.82

(3.89)

Eigen value 2.64 Cumulative variance(%) 26.01 Mean 3.89

Factor 3: Weight management

I am sometimes on a diet to have a slim fit. 

I do not care about weight change.

I have skipped meals for a diet.

.86

.83

.81

.82

(2.69)

Eigen value 2.25 Cumulative variance(%) 36.21 Mean 2.69

Factor 4: Hair management

I make a special effort to arrange hair.

I style my hair with a hair dryer often.

I often use hair styling products such as mousse, hair spray, hair-gel and etc.

.85

.81

.68

.77

(2.55)

Eigen value 2.18 Cumulative variance(%) 46.13 Mean 2.55

Factor 5: Health care

I sometimes take an invigorant without illness.

I tend to be picky in eating food good for health. 

I regularly take vitamins or nutrients.

.78

.76

.68

.62

(2.28)

Eigen value 1.76 Cumulative variance(%) 54.12 Mean 2.28

Factor 6: Skin care

I take a shower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I put the focus on washing face to manage skin.

I use functional cosmetics for skin management everyday.

.76

.76

.64

.64

(3.69)

Eigen value 1.73 Cumulative variance(%) 62.00 Mean 3.69

Factor 7: Meal management

I rather have breakfast for health.

It is important to keep regular diet.

.83

.77

.59

(3.99)

Eigen value 1.52 Cumulative variance(%) 68.90 Mean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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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자아의식 외모관리행동의   2. , 

상관관계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의식 외모관리행동  , 

의 상관관계는 와 같다 스트레스의 하위요Table 5 . 

인은 자아의식의 하위요인 및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요인과 수준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p .05, p .01 ＜ ＜

를 나타내었다 친구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의식. 

의 하위변인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의 , 

의복조화 헤어관리 피부 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 . 

즉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집단 내에서 친구의 반응

에 민감하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타. 

인의 반응을 중시하므로 옷차림과 헤어 피부 관리, 

에도 관심이 높다 이는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 

학생일수록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에 의한 외모관

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 의 Ha and Kang(2012)

연구를 지지한다 시험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적자. 

아의식과 사적자아의식에서 높았으며 미용성형 의, , 

복조화 체중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시험에 대, . 

한 압박감을 많이 느낄수록 주변의 반응에 관심이  

높으며 자신을 엄하게 평가하고 타인을 의식하므로 

멋진 외모를 위해 성형과 날씬한 몸매에 관심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높. 

Table 5. Correlation: Stress and Self-consciousness/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Variables

Stress

Self-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cial 

self-con

sciousne

ss 

Social 

anxiety

Private 

self-con

sciousne

ss

Esthetic 

plastic 

surgery

Clothing 

harmony

Weight 

manage

ment

Hair 

manage

ment

Health 

care

Skin 

care

Meal 

manage

ment

Friend stress .294** 2.52** .117* .045 .186** .096 .147** .006 .210** .004

Test stress .204** 083 .160** .137* .123* .138* -.003 .068 .078 .061

Economy stress .135* .159** .069 .153** .201** .175** .171** .009 .086 -.091

Family stress -.021 .167** -.072 .100 .017 .094 .063 .029 .067 -.164**

Lesson stress .080 .111* .202** .131** .098 .070 -.045 .065 -.022 .036

*p .05, ＜ **p .01＜

은 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정도가 높았다고 한 Ha 

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경제스트and Kang(2012) . 

레스가 높을수록 공적자아의식과 불안에서 높았으

며 미용성형 의복조화 체중관리 헤어관리에서 높, , , , 

게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를 많이 받을수록 친구와 비교하여 자신이 처한 상

황에 불안을 느끼며 외모로써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

주려는 의도가 높아서 성형과 의복 체중 헤어에 , ,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불안에서 높았지만 식사관리에서는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높을수록 . 

새로운 생활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높았으며 아침, 

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불안과 사적자아의식에서 높고 미, 

용성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 

못하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자신에게 엄하게 평가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불안해하였으며 성

형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의식의 불. 

안이 높을수록 친구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 가족스, , 

트레스 수업스트레스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 

적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민감하고 자신의 사회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의 연구를 뒷Smith et al. (1983)

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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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 및   3.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를 실시한 결과는 과 같다 스Duncant-test Table 6 . 

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의식 중 공적자아의식(p

대인불안 사적자아의식에서.05), (p .01), (p＜ ＜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아의식 요인 .001) . ＜

중 공적자아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아의식에서 유형, , 

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사, 

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이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

집단보다 공적자아의식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이 시험관련 스트레스 고집단보다 

대인불안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은 주변의 친구가 자신  

을 몰라주거나 경제적으로 비교하여 어렵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으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

이는 가에 따라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

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도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며 이때 자신의 내면에서 반성하여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즉 사회관련 스트. 

레스 고집단은 중간집단보다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게 되어 주변 친구

에 대한 경쟁심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의식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과 시험관련 스트레스   

고집단이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보다 사적자아

의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의 큰 부분. 

이 성적과 관련된 것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집

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험은 .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에게서 찾고 반

성하여 더 나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

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사회관련 시험관련 , 

스트레스 고집단이 사적자아의식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 

받는 측정변수가 자신문제라고 한 의 S. Kim(2013)

연구를 뒷받침한다.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중 미용성형 의복조화 체중관리(p .05), (p .001), ＜ ＜

헤어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p .01), (p .05) ＜ ＜

다 즉 외모관리행동 요인 중 미용성형 의복조화. , , 

체중관리 헤어관리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 

이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보다 미용성형 의복, 

조화 체중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관련 , . 

스트레스 고집단이 시험관련 스트레스 고집단보다 

헤어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시험에 대한 압박. 

감을 많이 느끼는 여고생은 머리 손질을 위해 노력

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을 의식하는 여자. 

청소년은 시험에 대한 압박이 있어도 머리손질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외모에 관심이 낮아져서 머리손질을 소홀

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스트레스는 높지만 성취에 이르면 만족으로 바

뀐다 하지만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은 문제를 . 

해결하려는 의도가 낮아서 외모관리를 위한 행동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 

은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형성되므

로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은 여자청소년은 성형을 통

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체중관리에도 관심을 기

울이는 집단으로 보인다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 

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정도가 높았다고 한 Ha 

의 연구와 유사하다 게다가 이들은 and Kang(2012) . 

자신이 착용한 의복이 친구와 잘 어울리는지 고려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 

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공적자아의식이 높은 사람

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

체적 아름다움과 외모를 가꾸는데 다양한 활동을 유

발한다고 한 의 연구와 유J. Jeon and Yoo(2012)

사한 맥락이다 또한 의복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 

갖는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며, 

표현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한 의 연구Misil Chung and K. Lee(2007)

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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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Stress Typology

  Groups

Variables

Society-related stress 

middle group

(N=89)

Exam-related stress

high group

(N=102)

Society-related stress

high group 

(N=146)

F

Self-c

onscio

usness

Social 

self-consciousness
380a Bb 3.97 AB 4.08 A 4.52*

Social anxiety 3.22 AB 3.04 B 3.44 A 5.64**

Private 

self-consciousness
3.32 B 3.60 A 3.62 A 6.70***

Appear

ance 

manag

ement  

behavi

or

Esthetic plastic surgery 2.54 B 2.72 AB 3.00 A 4.00*

Clothing harmony 3.65 B 3.87 AB 4.04 A 6.90***

Weight management 2.43 B 2.59 AB 2.92 A 6.08**

Hair management 2.60 AB 2.31 B 2.69 A 4.12*

Health care 2.12 A 2.34 A 2.33 A 1.81

Skin care 3.54 A 3.63 A 3.82 A 2.43

Meal management 3.89 A 4.17 A 3.93 A 2.67

*p .05, ＜ **p .01, ＜ ***p .001 ＜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

Table 7. Stress, Self-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Grade

Variables

Middle school girls 

(N=158)

High school girls 

(N=179) t-test

M(SD) M(SD)

Stress

Friend stress 3.70(.86) 3.22(.88) 5.10***

Test stress 3.99(.88) 4.01(.69) -.25

Economies stress 2.54(1.08) 2.54(1.15) .00

Family stress 2.16(.88) 2.09(.85) .74

Lesson stress 2.77(1.04) 3.14(.87) -3.61***

Self-conscious

ness 

Social self-consciousness 4.11(.73) 3.85(.69) 3.49***

Social anxiety 3.30(1.03) 3.23(.87) .73

Private self-consciousness 3.48(.73) 3.58(.60) -1.40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sthetic plastic surgery 2.41(1.10) 3.09(1.07) -5.77***

Clothing harmony 4.00(.79) 3.79(.80) 2.33*

Weight management 2.50(1.18) 2.86(1.08) -2.90**

Hair management 2.79(1.09) 2.34(.98) 4.00***

Health care 2.23(.83) 2.32(.94) -.88

Skin care 4.09(.80) 3.33(.97) 7.86***

Meal management 4.02(.96) 3.97(.9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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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의식 및   4. , 

외모관리행동   

여중생과 여고생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의식 및   , 

외모관리행동을 한 결과는 과 같다t-test Table 7 . 

여중생은 친구스트레스 공적자아의식 의복조화 헤, , , 

어관리 피부관리에서 여고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여중생은 주변의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

가 높고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

으며 머리손질과 피부를 청결히 하고 옷차림에도 관

심을 나타내었다 즉 중학생은 원만한 친구관계를 .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의식한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고생은 수업스트레스 미용성형. , , 

체중관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입시에 .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므로 여중생보다

는 수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미용성형과 운동부족으로 인

한 체중에 관심을 보인다.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유형  

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스트. 

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친구스트레스 시험  , , 

스트레스 경제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수업스트레, , , 

스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요인을 집단별로 분류한 결

과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 시험관련 , (26.4%), 

스트레스 고집단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30.3%), 

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자아의식의 하위요인(43.3%) . 

은 공적자아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아의식으로 나타, , 

났고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은 미용성형 의복조, 

화 체중관리 헤어관리 건강관리 피부관리 식사, , , , , 

관리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  , 

트레스가 높았고 그 다음이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때 원만한 친구관계의 형성이 사회성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교 안과 밖에서 관심

을 가지고 이들을 이해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자아의식의 하위요  , 

인 및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넷째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  , 

식 중 공적자아의식 대인불안 사적자아의식에서 ,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관련 스. 

트레스 고집단이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보다 

공적자아의식에서 높았고 사회관련 스트레스 고집단

이 시험관련 스트레스 고집단보다 대인불안에서 높

았다 또한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중 . 

미용성형 의복조화 체중관리 헤어관리에서 유의한 , , ,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사회관련 스트레스 . 

고집단이 사회관련 스트레스 중간집단보다 미용성

형 의복조화 체중관리에서 높았다 또한 사회관련 , , . 

스트레스 고집단이 시험관련 스트레스 고집단보다 

헤어관리에서 높았다. 

다섯째 여중생과 여고생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  , , 

의식 및 외모관리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중생은 . 

친구스트레스 공적자아의식 의복조화 헤어관리, , , , 

피부관리에서 여고생보다 높았고 여고생은 수업스트

레스 미용성형 체중관리에서 높았다, , .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  

껴지는 스트레스의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 

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친구스트레스 시험스트, 

레스 경제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라, , , 

는 차원을 분석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비교 분석 할 수 있었다 여자청소년들의 스트레스 . 

유형에 따라 자신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내부로 향

하는지 외부로 향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외모

관리행동과도 차이를 나타낸 것을 입증하였다. 

인간은 살아가는데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 연속

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감소됨으로 . 

인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연속적으

로 되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 

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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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가 높았고 그 다음이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

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으로 친구와 협업할 수 .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한다 즉 학교생활은 사회의 기초적 역할. 

을 하는 작은 영역으로 미래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

요한 밑바탕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근거로 하여 . 

학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

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 

친구 생각하고 이야기 들어주기 친구에게 필요한 , 

것이 무엇인지 알기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 

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기 선생님이나 부모님, 

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할까 왜 학, 

교에서는 우리를 규칙에 맞게 지내도록 할까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존재적 가

치를 느끼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 

아정체감이 발달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인지하게 되므로 학습에 대한 필요성 진로에 대한 ,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형미인이 아름답다고 청소년들은 인지하고 있다. 

인간의 외모는 모두 다르므로 자신의 개성을 살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움의 의

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외모는 가

꾸고 관리함으로써 더욱 멋진 모습으로 변해진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 

레스 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르므로 외

모관리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

가 될 것이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므로 주변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자신 안에 타인이 . 

바라보는 나가 존재하므로 주변상황에 적절한 나를 

만들기 위해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여자청소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자

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이 다름을 본 연구에서 밝힌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여자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실증조사를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 해석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후연. 

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 관련

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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