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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try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elf esteem of adolescents through
appearances management. This was done by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the self-esteem of adolescence
based o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Survey materials were collected on 405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on of survey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differences in self-esteem based on gender. Female students assert their opinions more
actively and their self respect in regards to their self conceptions within their families where higher than
the 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male students showed greater willpower and better decision
making skills than the female students. There are also differences based on the type of school.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end to kept better personal relationships than high school students. Also,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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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high school students have higher self respect and self-confidence when compared to vocational
track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depending on their interest in appearance management.
The group with a low level of interest in appearance management, unlike the other groups, is not very
active in personal relations and has a low level of self-assertion.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appearance management in not dependent on others and can make
decisions without much difficulty. Thu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nd self-esteem. This would imply that students self-esteem can be increased by guiding the sel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of adolescents.
Key words: self-esteem,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dolescent

Ⅰ. 서

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

론

고 대중매체의 영향을 쉽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커다란 신체적 변

미를 이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기도 하

화가 생기며 아동기에 비해 인지적 사고능력이 더 고

고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부정적인

차원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수행을 하게 되면서

감정상태를 일으켜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자기 스스로

리고 이것은 섭식장애, 우울 등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며 확립하는 시기이다.

제들로 이어지기도 한다(곽금주, 김근영, 1996; Diener

자아정체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자아

& Diener, 1995).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은 자신에 대한 감정과 비

존중감은 현재생활 뿐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시기의 자아존중감은 특히

슷하여 신체외모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도 높다. 자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존중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 강화되는 것으로

가진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창의적

환경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모관리

인 인재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아존중감

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 동기,

이러한 청소년 시기 발달특성의 특수성과 외모관리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경향, 그리고 현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외모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관리풍토의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청소년의 외모관리

된다.

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는 큰 동조성과 ‘상상 속 관중’을 의식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하는 등 자기중심성의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시기이므

과 외모관리 영역 각각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로, 전단계인 아동기에 비해 외모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두 변인간의 관계성을 입증한 연구는 미비하다.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급속한 신체적 변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와 자아

는 외모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

존중감의 구성요인을 살펴본 후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

선을 의식하며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인식으로부

중감의 구성요인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를 살펴

터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

보고자 한다.

상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크다.
유태순(2011)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
면화가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신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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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협조적

Ⅱ. 이론적 배경

이며 호의적으로 행동한다(Kang, 2001).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1. 청소년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
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
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행동과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Coopersmith, 1968)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아직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혼란스러운
자아상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쉽고, 타인이 자신
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여 정체감 형
성에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Hater(1983)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외모, 사회적
수용, 학업성취능력, 예·체능 소질의 자신의 행동적 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습득되고 타인과의 접촉
에 의한 경험과 지각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강화와 모
방을 통하여 발달될 수 있다(Fitts, 1971).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수행에 대해 자신에게
지각된 능력의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중요한 타인과 긍정
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유로이 표
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정신적 발달을 성취하여 독립
적이며 높은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Steinberg,
1990).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발달되는 것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
감 형성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

행에 대해 지각된 능력의 스스로의 평가와 중요한 타

청소년들의 외모와 관련된 행동의 특징은 실질적이

인인 부모, 친구, 교사의 평가로부터 지각된 수용

기 보다 감각적인데 이것은 아직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perceived acceptance)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사고가 덜 발달되고 또래들 사이에 자신을 나타내기

자아존중감은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위한 방법으로 의복과 패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것에서 기인한다.

로 보고 있다. 연령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 초등학교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동년배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

과정동안 변화가 없으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감소하

한 목적으로 값이 비싸더라도 유행에 맞는 옷이나 특

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정 패션 잡화류를 구입하려는 유행성과 상표지향적 행

중요성에 관한 믿음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동특징이 나타난다(이은희, 2003). 이것은 청소년들이

(wigfield et al., 1994)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

패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유행 성향

의 성별차이에 있어 남정흥(2001)과 노선(2003)의 연

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모방하기 때문이다. 이명희

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여학생

(2001)는 청소년들의 과시소비와 브랜드 제품 선호현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혜숙(1998)

상에 대해 밝히면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의 청소

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년들이 최근에 유명 상표의 캐주얼 의류를 구입한 경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희화(1998)의 연구에서도 청

험이 있었고, 그 중의 절반 정도가 외국 유명 상표를

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영역에 따라 남아가 여아보다 높

희망했다고 하였다. 이들은 상점에 가기 전부터 구입할

거나 성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가정적 자아, 신체외

상표를 마음에 정하고 가는 경향이 높다고 했는데, 이

모자아, 신체능력 자아 및 성격적 자아 영역에서는 남

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 동년배

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보다 높다고 했다.

집단에 수용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기들의 행동과 적

더불어 청소년들은 외모관리 즉, 외모 가꾸기에 열

응양상이 다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

중한다. TV 속 연예인의 화장을 모방하고 무리한 다

레스나 정신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내적 힘이 있으며

이어트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이명

자신을 과장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독립적, 자

희, 2003),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 3 -

신체상으로 선호하면서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Jacobi,

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아름다운 의복에 대한 선호도

Cash, 1994). 이러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외모인식과

가 높았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을수록 자

지나친 체중감량, 다이어트 등의 행동은 아름다운 외모

아존중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복의

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외모 지상주의와 깊게

심미성 및 외모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매개된 것이며,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나타났다. 서윤경(2003)도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모 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양하게 생

족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하였으며, 제대로 하는 일이

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 하는데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이것은 우리 사회가 폭넓은 수용과 다양한 가치를 존

부족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실로 볼 수 있다. 특

김희화(1998)는 신체외모 자아의 감소에는 학교생

히, 서비스 산업의 확대, 외모나 신체의 상품화 현상과

활 만족도와 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치고 이를 극복하기

더불어 성형산업, 사회전반의 다이어트 열풍, 몸짱 신

위해서는 부모들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신

드롬 등이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체외모의 장점에 관심을 두도록 하거나 다른 자아 영

부추기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1. 7).

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신체외모 영역에 대한 중요성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체와 관련한 인식을 비판적으

비중이 낮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통

Musa와 Roach(1973)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동

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전환이

년배 집단과 유사하거나 우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긴 여학생들의 자아개념 점수가 월등히 높았으며, 여
학생들은 자신의 체격에 대해 비판적이고 덜 매력적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중, 체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련변인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성장과 2차 성징의 발달로
인해 외모 특히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의
신체발달에 대해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부끄러워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인식으로
상처받기 쉬우므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될 위험
이 가장 큰 시기라고(정승교, 1997)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현
저하게 증가되면서 남학생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스스로를 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더 심해진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다이어트 행위를 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
며 무분별하고 지나친 다이어트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
은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동년배와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를 통해 느끼는 것들이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으로 외모에 대한 동일함을 추구하거나 자신
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성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고석주와 정진경(1992)에 의하면 자신에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
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남학생보다 외모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남, 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자명(199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외
모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
학생이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 현재 상태
에 대한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은주(2001)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저체
중, 정상체중 여학생들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가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
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은하,
권유민(2008)은 중학생들은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만체중에도 자
신을 정상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대한 본인
의 인식과 실제와의 불일치는 청소년의 성장과 2차 성
징의 발달에 저해를 불러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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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Ⅲ. 연구방법

사용된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 외모
관리태도,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외모관리

1. 연구내용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따라 외모관리태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지도 및 7학년 기술·
가정의 교육과정의 나의 옷차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태도문항은 위은하(2006), 김아날리아 등(2006)과 윤
수익(2009)의 연구를 토대로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5점 Likert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은 장혜숙(2007), 홍금희(2006)의 연구를

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토대로 20문항을 5점 Likert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한다.

각 문항에 대해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
평가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가.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와 구성요인과 유형은 어

4. 자료분석

떠한가?
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회수된 설문지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통계

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와 자아존중
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인 SPSS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
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라. 외모관리태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무엇
인가?

가.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 및 베리맥스 회
전을 실행하였다. 외모관리태도의 군집유형을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분류하기 위하여 K-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 지역 남·녀공학 학교

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

에 재학 중인 남녀 중고등학생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

지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2개교에 각각 105부, 일반계

으로는 Duncan test를 하였다.

고등학교 1개교에 105부, 전문계 고등학교 1개교에

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태도 유형을 살펴보

105부, 총 420부를 배부하여, 418부를 수거하였으며

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405부를 최종 조사 자

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test를 하

료로 사용하였다.

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성별

학교형태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남학생

여학생

합계

103(25.4)

100(24.7)

203(50.1)

49(12.1)

52(12.8)

101(24.9)

Ⅳ. 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의 구성요인과 군집유형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51(12.6)

50(12.5)

101(24.9)

203(50.1)

202(49.9)

405(100.0)

실행하였다. 다음으로 외모관리태도유형분류를 위해 추
출된 요인값을 이용하여 외모관리태도의 군집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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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모관리태도의 구성요인과 군집유형

다.” “외출 시에 부분 메이크업(눈썹, 입술)을 한 적이

외모관리태도의 구성요인은 6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있다.” “외모를 위해 컬러렌즈를 착용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의 1

등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험을 설명하고 있어 “외모관

요인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한

리경험”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4.45 설명력은

<표 2> 외모관리태도의 구성요인
요인 및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한다.

적극적인
외모관리경험

.79

값이 비싸도 더 예쁜 교복을 입는다.

.45

책상 앞에 늘 거울을 둔다.

.64

학교 밖에서만 착용하는 교복을 추가로 갖고 있다.

.47

외출 시에 부분 메이크업(눈썹, 입술)을 한 적이 있다.

.84

외모를 위해 컬러렌즈를 착용한 적이 있다.

.79

스타일을 위해 친구에게 옷, 가방, 구두 등을 빌린 적이 있다.

.52

고유치=4.45, 설명변량=15.9%

체중 관리

좋아하는 음식이더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는다.

.75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한다.

.84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다.

.62

체중조절을 위해 일부러 식사를 거르곤 한다.

.64

현재 상태에서 더 살을 빼야한다고 생각한다.

.74

고유치=2.91, 설명변량=10.4%

타인 의식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60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71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6

미용성형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9

고유치=2.89, 설명변량=10.3%

외모관리
의지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

.56

규정을 어겨서라도 헤어스타일을 마음에 들게 한다.

.71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옷이나 용품을 가지고 있다.

.49

학교에서 머리손질을 3번 이상 한다.

.44

고유치=1.96, 설명변량=6.99%

청결 관리

하루에 세수를 3번 이상 한다.

.58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다.

.62

손과 발은 늘 청결함을 유지한다.

.73

체육복을 정기적으로 집에 가져가 세탁한다.

.61

고유치=1.84, 설명변량=6.57%

피부 관리

피부 좋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57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스킨, 로션)을 매일 잊지 않고 바른다.

.65

여드름 난 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71

고유치=1.68, 설명변량=6.0%
총 설명변량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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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5.9%였다.
2요인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한다.” “좋아하는

윤수익, 위은하(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관리태도요

음식이더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는다.” “현재 상태

인으로 스타일추구, 외모관리경험, 외모불만, 체중관리,

에서 더 살을 빼야한다고 생각한다.” 등 체중관리를

청결관리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요인들과

설명하고 있어 “체중관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피부관리 요인이 더 추가되

치 2.91, 설명변량 10.4였다.

었다.

3요인은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매우 중

다음으로 요인값을 이용하여 K-군집분석을 한 후 3

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멋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

있다고 생각한다.” “미용성형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

의 군집을 “외모관리 무관심집단”, “청결관리 관심집

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타인을 의식하는

단”, “외모관리 고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 “타인의식”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에 대한 군집간의 ANOVA 분석을 결과 모든 요인에

고유치 2.89, 설명력 10.3%였다.

서 유의한 차이<표 3>를 나타냈다.

4요인은 “규정을 어겨서라도 헤어스타일을 마음에

Duncan grouping을 토대로 살펴보면 군집 1은

들게 한다.”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다.” 등 외모관

177명으로 43.7%였으며 다른 군집유형에 비해 체중관

리 의지를 설명하고 있어 “외모관리 의지”요인으로 명

리와 피부관리에만 보편적인 관심이 있고 외모관리의

명하였으며 고유치 1.96, 설명력 6.99%이었다.

지, 타인의식, 청결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낮은

5요인은 “교복을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다.” “손과
발은 늘 청결함을 유지한다.” “체육복을 정기적으로

집단이었다. 따라서 “외모관리 무관심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집에 가져가 세탁한다.” 등 청결관리를 설명하고 있어

군집 2는 118명으로 29.1%였으며 체중관리나 피부

“청결관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 1.84, 설명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청결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6.57%였다.

집단에 비해 관심이 매우 높은 집단이었다. 따라서

6요인은 “여드름 난 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청결관리 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스킨, 로션)을 매일 잊지

군집 3은 110명으로 27.2%로 다른 군집유형에 비해

않고 바른다.” “피부 좋은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럽다

전반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고 특

는 생각이 든다.” 등 피부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히 외출 시에 부분 메이크업(눈썹, 입술)을 한 적이

“피부관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 1.68, 설명력

있고 칼라렌즈를 착용할 정도로 외모관리에 대한 적극

6.0%였다. 이 여섯 가지 요인이 갖는 총설명력은 56.1%

적인 경험이 있으며 외모관리의지가 높은 집단이었다.

<표 3> 외모관리태도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군집유형

외모관리태도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험

외모관리 무관심집단
(n=177)

청결관리 관심집단
(n=118)

외모관리 고관심집단
(n=110)

요인값

D

요인값

D

요인값

D

F -value

-.46575

A

-.56716

A

1.35867

B

426.317***

체중관리

.16523

B

-.45081

A

.22017

B

17.587***

타인의식

-.50129

A

.49167

B

.27547

B

47.915***

외모관리의지

-.45490

A

.76559

B

-.09402

C

68.405***

청결관리

-.16540

A

.18385

B

.06760

AB

4.496**

피부관리

.09178

B

-.25331

A

.12543

B

5.228***

* p<.05 ** p<.01 *** p<.001, D=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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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모관리 고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내가 말한 의견이 채택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등

2)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

으로 자기주장과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성요인을 살펴본 결
과 <표 4>와 같았으며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1요

“자기주장 및 인기”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 2.64,
설명력 13.2%였다.

인은 “나는 쉽게 남에게 굴복한다.” “나 자신에 대해

3요인은 “현실을 벗어나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

자신감이 없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

“내 미래가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는다.” 등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대인관계”

평가할지 두렵다.” 등으로 자기 확신과 관련된 내용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 2.83, 설명력 14.1%였다.

설명하고 있어 자기존중 및 확신“요인으로 명명하였으

2요인은 “주장을 사리에 맞게 잘 표현하는 편이다.”

며 고유치 2.56, 설명력 12.79였다.

<표 4> 자아존중감에 관한 요인 분석
요인 및 문항 내용

대인 관계

요인부하량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다.*

.74

나는 쉽게 남에게 굴복한다.*

.83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78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9

고유치=2.83, 설명변량=14.1%

자기주장 및 인기

어떤 일이든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간다.

.45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72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내가 말한 의견이 채택된다.

.72

주장을 사리에 맞게 잘 표현하는 편이다.

.75

수업시간 발표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0

고유치=2.64, 설명변량=13.2%

자기존중 및 확신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66

현실을 벗어나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

.7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다.*

.58

내 미래가 걱정된다.*

.74

학교에서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다.*

.69

고유치=2.56, 설명변량=12.79%
가족들은 나의 기분을 맞춰준다.
가족 내 자아개념

.80

부모님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86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5

고유치=1.67, 설명변량=8.37%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편이다.
의지 및 결단력

.77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63

별 어려움 없이 결심을 내릴 수 있다.

.54

고유치=1.54, 설명변량=7.7%
총 설명변량 = 56.2%
* 역점수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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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인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가

동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더라도 살찌는 것은 먹지 않

족들은 나의 기분을 맞춰준다.” 등의 가족내에서의 자

는 등 적극적으로 외모관리를 하는 경험이 있었고 체중

기존재를 설명하고 있어 “가족 내 자아개념”요인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외모관리에 있어

명명하였으며 고유치 1.67, 설명력 8.37%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5요인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나

더 관심이 많으며 더 적극적으로 외모관리를 한다는 연

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편이다.” 등으로 나의 의

구들과 일치하며(윤수익, 위은하, 2010; 신현옥, 2008;

지와 결단력을 설명하고 있어 “의지 및 결단력”요인으

김아날리아, 이수경, 2006) 신체적 매력에 있어 사회문

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 1.54, 설명력 7.7%이었다. 위

화적 태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데 여성이

의 다섯가지 요인의 총설명력은 56.2%였다.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느낌이나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Cash(1990)의 연구와 일맥 상통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를 살

2.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와

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교급에 따라 외모관리

자아존중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과 학교형태에 따라 외모관리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태도인 적극적인 외모관리경험(p<.01), 타인의식(p<
.001), 청결관리(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이나 전문계 고등학생에

1)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
먼저,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를 살펴본결
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인 적
극적인 외모관리 경험(p<.001), 체중관리(p<.001), 타
인의식(p<.01), 피부관리(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
험이 있었고 체중관리, 타인의식, 피부관리에 대한 관
심이 많고,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가끔 사용한다거나 외출 시에 부분 메이크업
(눈썹, 입술)을 한 적이 있었으며 살을 빼기 위해 운

비해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험이 더 많았고 타인을 더
의식하였다. 반면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비해 청결관
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윤수익, 위은하(2010)의 연구를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 여드름 피
부에 불만이 많았으며 피부 좋은 친구를 부러워하고
성형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바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도 일반계 고등학생이 메이크업
을 하거나 칼라렌즈를 하는 등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수진(2002)의 연구에
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하다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다고 하겠다.

<표 5>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
남학생(n=203)

여학생(n=202)

요인값

요인값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험

-.55087

.58345

181.153***

체중관리

-.34487

.36527

55.077***

타인의식

-.13046

.13817

7.013**

외모관리의지

.09194

-.09737

3.451

청결관리

-.00090

.00096

.000

피부관리

-.14495

.15352

8.694**

성별

외모관리태도

* p<.05 ** p<.01 *** p<.001, D=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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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alue

<표 6> 학교급에 따른 외모관리태도의 차이
군집유형

외모관리태도

중학교(n=203)

일반계고(n=105)

전문계고(n=97)

요인값

D

요인값

D

요인값

D

적극적인 외모관리 경험

-.13157

A

.25973

B

-.00351

A

체중관리

.00345

타인의식

-.16258

외모관리의지

.03964

청결관리

.20275

피부관리

.02045

-.12391
A

.37446

.12748
B

-.05912
B

-.24123
-.02672

5.119**
1.505

-.06256

A

-.01976
A

F -value

10.133***
.341

-.16757

A

-.01430

8.442***
.085

* p<.05 ** p<.01 *** p<.001, D=Duncan grouping

내 자아개념요인(p<.01), 의지 및 결단력요인(p<.001)

2)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

인기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자신

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

이 더 인기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이 더 채택되

았다. 성별에 따라 자기주장 및 인기요인(p<.05), 가족

고 사리에 맞게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하였다. 가
족내 자아개념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
아 가족 내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가족들이 자

<표 7>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신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의지 및 결단력에 있

남학생
(n=203)

여학생
(n=202)

요인값

요인값

대인관계

.05838

-.06183

1.384

자기주장 및 인기

-.10778

.11415

4.759*

자기존중 및 확신

-.05250

.05560

1.118

가족 내 자아개념

-.14732

.15603

8.989**

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지 및 결단력

.16355

-.17322

11.14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성

군집유형

자아존중감

T -value

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남정흥(2001)과
노선(2003)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
나 이혜숙(199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 p<.05 ** p<.01 *** p<.001, D= Duncan grouping

별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구성요소에 따라 남, 여학생

<표 8> 학교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군집유형

자아존중감

중학교(n=203)

일반계고(n=105)

요인값

요인값

전문계고(n=97)
요인값

F -value

대인관계

.51981

자기주장 및 인기

-.01027

자기존중 및 확신

-.15631

가족 내 자아개념

.03911

.04483

-.12812

1.009

의지 및 결단력

.06074

-.16293

.05110

1.807

B

-.56518

A

.10418
A

.33234

* p<.05 ** p<.01 *** p<.001, D= 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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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5

A

-.09102
B

-.03801

69.653***
.938

A

8.210***

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였다. 그리고 자신의견이 친구들 사이에 채택이 된다고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았

생각하지 못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라고

다. 학교급에 따라 대인관계요인(p.<001)과 자기존중

생각하였다.

및 확신요인(p.<00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학

그리고 의지 및 결단력에 있어 청결관리 관심집단은

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

다른 집단과 달랐다. 즉, 청결관리 관심집단은 다른 집

타났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즐

단과는 달리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

거우며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

하지 않으며 별 어려움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자기존중 및 확신요인에 있어

으로 나타났다. 즉, 체중관리나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일반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전문계 학생에 비해 상

은 낮으나 청결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관

대적으로 자기존중 및 확신 요인이 더 높아 자신의 미

심이 높은 경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에게

래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현실적이며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별 어려움 없이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해 더 초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익, 위은하(2009)의 연구에서도
청결관리를 잘 하는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으며 학습적응 등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걸

3.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쳐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

전반적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적극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의 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외모관리 의지가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았다. 외모관리태도의

높은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발표나 토론에 있

집단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요인(p<.05)과 자기주장 및

어 적극적이고 의견을 내놓고 채택되는 것으로 생각되

인기요인(p.<001), 결단력요인(p<.01)에 있어서도 유

었으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다른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관계, 자기주장 및 인기요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인에 있어 외모관리 무관심 집단은 다른 군집과 달랐

나타났다.

다. 외모관리 무관심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사회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기주장에 있어 적극적이지
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외모관리

Ⅴ. 결

의지, 타인의식, 청결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낮

론

은 경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타인과 어울리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 및 행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에게 쉽게 굴복한다고 생각하

<표 9>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군집유형

자아존중감

외모관리 무관심집단

청결관리 관심집단

외모관리 고관심집단

(n=177)

(n=118)

(n=110)

요인값

요인값

F -value

요인값

대인관계

.10892

B

자기주장 및 인기

-.34397

A

자기존중 및 확신

-.05605

-.05305

.13134

1.293

가족 내 자아개념

-.00979

-.04362

.03347

.157

의지 및 결단력

.01857

A

.05493

B

-.24480

A

4.147*

.24965

B

.28040

B

18.135***

.27140

* p<.05 ** p<.01 *** p<.001, D= 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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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474

A

6.302**

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

연구(1):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과 같다.

인간발달 연구, 3(1), 1-14.

첫째, 외모관리태도 및 행동의 구성요인은 6요인이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

추출되었으며 외모관리 경험, 체중관리, 타인의식, 변화

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추구, 청결관리, 피부관리요인이었다. 이 요인값에 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해 외모관리 무관심집단, 청결관리 관심집단, 외모관리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2006). 남녀 프리틴 세대

고관심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외모관리

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의 군집의 특성이 관심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을 보였다.

1538-1549.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생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
족 내에서의 자아개념에 대한 자존감도 높았다. 그리고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환경변인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의지 및 결단력이 더 높은 것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

논문.

이 고등학생에 비해 대인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

남정흥(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전문계 학생에 비해

의 자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자기존중 및 확신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셋째, 외모관리 무관심 집단은 청결관리 관심집단,

노선(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년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자아상태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

외모관리 고관심 집단과 달리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않고 자기주장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청결관리 관심집단은 외모관리 무관심집단이나

서윤경(2003).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
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외모관리 고관심집단보다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별 어려움 없이 결단
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적극성이

사학위논문.
손미혜(2008).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

나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모관리에 관심을 갖
도록 유도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성향을 위해서는 청결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외모관리태도는 자아존중감에

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여성 가족부(2008.1.7). 외모중심 인재채용 개선을 위
한 연구.
위은하(2006). 남·여 중학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 비교연구-광주시내 남, 여 공학을 중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모관리태도에
대한 효과적인 생활지도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19-131.
위은하, 권유민(2009). 신체이미지와 교복변형행동 연
구: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10),
73-85.
유태순(201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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