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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d to clarify factors of mate selection of unmarried men and women, the effects of
individual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lf-esteem on mate selection factors of each spous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effects of the two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and the existence of casual
relationships amon these variables. This study was intended for unmarried women and men who are 25 to
35 years old and live in Gwangju. And for the materials, 375 copi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except
the ones with incomplete answer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factors of mate selection were classified into 4 factors of good parenting,
good gene, good partner, and good investment ability. Second,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generally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ate selection and has found to be in order of good gene factor,
good parenting factor, good partner factor, and good investment ability factor. Third, self-esteem generally
had th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te selection and has found to have the significant effect on good
gene factor, good parenting factor, and good partner factor except good investment ability factor.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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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has found to hav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Fifth, the indirect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by
connecting it to self-esteem has found to be not significant.
Key words: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Self-Esteem, Mate Preference

Ⅰ. 서

는 잠재적 소득, 좋은 벌이능력, 교육, 야망과 근면성, 유

론

리한 사회적 지위 및 약간 더 많은 나이가 포함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Buss, 1994, 2003). 좋은 부모지표에는 가정과 자녀에

사회진출증가, 남녀평등사상의 팽배 등 사회적 환경의

대한 욕구,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 정서적 안정성과 성

변화가 남녀의 성역할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남녀

숙 및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것 등이 포함되며, 좋은 파

의 결혼이 인생의 필수적 과업이 아닌 개개인의 선택문

트너 지표에는 사랑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 상대에게 헌

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의 초혼 연령이

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Gangestad et al.,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자녀양육에 따른 문제

2006; Miller, 2000).

등으로 인해 출산율 또한 낮아지고 있어 장래 인구감소

Buss(1994),

Kurzban

and

Weeden(2005),

에 따라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

Hunter(2011)는 여성은 경제력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키고 있다.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신체적 매력성이 높은 여성 배우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평균 초혼

자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Gangestad and Simpson

연령은 32.1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29.4세로 10년 전에

(2000)은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유전자 지표

비해 각각 2.7년, 2.9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와 좋은 투자 지표라는 두개 차원을 따라 교환이 이뤄질

시간 당 14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여성이 가진 신체적 매력성과 경

(“Korea to divorce 14 pairs in one hour”, 2013) 한

제적으로 안정된 남성의 재력이 교환되는 것처럼 보인

국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이 가장

다는 것이다. Todd et al.(2007), Geher and Miller

높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2008)는 신체적 매력성이 높은 여성이 남성들에게 가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남녀의 결혼과 출산은

장 많은 데이트 신청을 받았고 남성을 만날 기회가 더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며,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많았다고 하였으며, 여성 스스로 평가한 신체적 매력성

위해서는 미혼남녀의 올바른 배우자 선택이 생애의 중

의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남성, 즉 돈이 많고 사회

요한 과제들 중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커다란

적 지위가 높으면서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 하고, 타인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높은 이혼율

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남성을 선택한다고

은 부분적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남녀가 배우자 선택에

밝혔다.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

실패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결혼에 관심을

구들은 주로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수행되어져 왔으

가졌던 국외 연구자들은 선호되는 배우자 특성들로 좋

며,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 배우자 선택요인 및 결혼

은 유전자 지표, 좋은 자원획득 지표, 좋은 부모 지표 및

만족(Choi, 2008; Kim et al., 2009; Lee, 2000), 배우

좋은 파트너 지표(Buss, 1989, (Buss, 1991, Buss &

자 선택과 성의식, 성태도(Jo & Chung, 1997; Jo et

Schmit, 1993)라는 4개 특성들의 군집을 제시해왔다.

al., 1996; Kim & Kim, 1983; Kim et al., 1997; Lee,

좋은 유전자 지표에는 남성성, 신체적 매력성, 섹스어필,

1979) 등을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

신체적 건강 및 지능이 포함되고, 좋은 자원획득 지표에

연구자들에 의해 좋은 배우자 특성들 중 중요한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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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져 온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을 포함한 신체

적인 요소가 된다고 한 Satir(Lee. 재인용, 2000)의 주

적 외모가 배우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장에 비춰볼 때, 개인의 자존심이 독립적으로 혹은 신체

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적 매력성과 상호작용하여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다만, 한국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조건을 조사한 통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계청 자료(2013)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여성

이상과 같은 관점과 사람들이 신체적 매력성이 유사

은 남성의 경제력을 가장 중시하고(35.0%), 다음으로

한 사람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한다는 짝짓기 가설

성격(18.7%), 직업(10.5%), 신뢰와 사랑(9.2%) 등의

(matching hypothesis of mate selection)(Vander

순위로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성격을 가장 중시

Zanden, 1987), 그리고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및 역

하고(25.7%),

신체조건

할 가치관 등 유사한 특성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져 동질

(13.5%), 신뢰와 사랑(12.4%) 등의 순위로 중시하는

혼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자극-가치-역할(SVR:stimulus-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value-role) 이론(Murstein, 1980)에 근거하여, 본 연

있는 것은 배우자 선택조건에 성 차이가 있다는 것과 한

구에서는 우리사회 미혼남녀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국의 미혼여성은 배우자 선택 시 좋은 자원획득 지표에

과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영향요인들일 것으

속하는 남성의 경제력을 가장 중시하고 신체조건은 별

로 유추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남성은 성격을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 우리사회 미혼남녀의 배우자

가장 중시하는 한편, 경제력, 신체조건, 신뢰와 사랑을

선호의 차원을 밝히고,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 자존심이 각각 배우자 선택조건들을 중시하는 정도

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 우리사회 미혼남녀 모두 잠재

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영향에 성차이가 있는가 및 이

적 배우자의 신체적 조건보다는 경제력을 더 중시한다

변인들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력(15.6%),

는 것이다.
그러나 현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이 하

Ⅱ. 이론적 배경

나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고, 외모지상주의라는 비난을
야기할 정도로 남녀 모두 외모를 가꾸는 데에 많은 시간
과 돈 및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잠
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외모가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해 보인다. 낯선 사람들이 처음
만나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외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그에 따
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
다. 또한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이 데이트를 위해서 혹은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
모를 관리하는 실태는 상대방의 외모에 호감을 가질 때
더 지속인 만남이 이뤄지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신체적 매력성이 그의 자존심과 관련되
며, 자존심이 낮은 젊은이들이 혼전 성관계와 10대 임신
에 연루되기 쉽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영
향을 더 받기 쉽다고 밝힌 연구결과(Bandura, 1969)
및 자존심이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1. 신체적 매력성과 배우자 선택
신체적 매력성(physical attractiveness)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으로서 타인 혹은 타인의 상
징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의 경향
이나 성향(Bercheid & Walster, 19786), 혹은 한 사회
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가 갖는 특성으로서 사
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Ko & Chung,
1992).
Chia et al.(1998)은 타인들에 관한 처음 관찰들 중
하나가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 판단이며, 매력성은 다수
의 차원들을 따라 한 개인의 인상에 영향을 주거나 인상
을 생성시킨다고 함으로써 신체적 매력성이 사회적 관
계형성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또한 다수
의 문화권의 연구자들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다양한 사회적 맥
락에서 이점을 누린다는 것, 즉 어느 사회에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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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얼굴을 선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매력성 후광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왔다.
한편, 배우자 선택 혹은 선호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

얼굴들은 가장 매력적인 얼굴과 동일했다고 밝힘으로써

들은 배우자 선택에서도 신체적 매력성 후광효과가 존

여성들도 남성의 매력적인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

재한다는 것을 밝혀왔으며, 신체적 매력성을 중시하는

사하였다. 그러나 Buss(2008)는 단기적 성관계를 추구

정도에는 성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하는 여성들은 한 남성의 신체적 매력성, 성적 매력, 건

Glen and Elder(1969)는 남성구혼자들이 결혼시장

장함(muscularity) 및 사치스럽고 즉각적인 자원과시

(marriage market)에서 특히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의

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만, 장기적 성관계를 추구

가치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 남성들은 그들

하는 여성들은 보장된 직업을 갖는 것, 좋은 재정적 전

이 여성들에게서 바라는 자질들 중 신체적 매력성을 가

망을 갖는 것 등 자원획득 잠재력에 더 큰 중요성을 부

장 우선시하며, 이는 신분의 상승이동을 꾀하거나 포부

여한다고 밝혔다. 즉 여성은 단기적으로 이성을 선택할

가 매우 큰 남성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는 것이다. Buss

때에는 신체적, 성적 매력성 등 좋은 유전자지표를 중시

(1989)는 다수의 문화들에서 여성들에게보다는 남성들

하지만, 장기적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보장된 직업

에게 잠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매력성이 더 중시된다는

이나 좋은 자원획득 잠재력과 같은 좋은 투자능력을 더

것을 발견하였다. Buss(1989)는 젊음과 신체적 매력성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애 대상을 선택하는

이 생식력(fertility)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남

것과 결혼을 전제로 한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남성의 신

성들이 잠재적 배우자의 상대적 젊음과 신체적 매력성

체적 매력성의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으로 유추하였으며, 실제 37개

또한 다수의 국외 연구자들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

문화권에서의 인간의 배우자 선호에 대한 비교-연구를

에 대해 높게 평가한 여성들이 낮게 평가한 여성들보다

통해 벌이 능력(earning potential), 상대적 젊음

잠재적 배우자에게서 요구되는 배우자 선택 특질들을

(relative youth) 및 신체적 매력성을 중시하는 정도에

더 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awlowski & Dunbar,

성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Dijkstra and

1999; Waynforth & Dunbar, 1995). 이와 유사한 결

Buunk(1998)도 한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이 그녀의 생

과들이 일본(Oda, 2001)과 브라질(Campos et al.,

식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

2002)에서의 연구들에서도 발견되었다. Little et al.

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밝혔으며, Wiederman and

(2001) 역시 매력성 자기평가가 더 높은 여성들이 매력

Hurst(1998) 역시 여성의 신체가 더 자주 주시되고, 평

성 자기평가가 더 낮은 여성들보다 남성적인 얼굴에 더

가되고, 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된다고 밝힌 후, 남성들이

크게 끌린다고 응답했음을 발견하였으며, Buss와

여성들보다 잠재적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성에 더 큰 강

Shackelford(2008)는 신체적 매력성이 배우자 선택과

조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Buss et al.(2001)은 여성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의 외모가 제공해주는 단서가 많고 남성이 여성의 미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러한 단서를 포착하도록 진화하였기
때문에 남성이 배우자 선호에서 여성의 외모와 신체적
매력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사회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배우자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18 가지의 동일한 특징을 약 10년 간격
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잠재적 배우자
의 외모와 신체적 매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한편, Johnston et al.(2001)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피험자들로 하여금 가장 건강해 보이는

2. 자존심과 배우자 선택
자존심은 개인이 자신에 관해 행하는 지속적인 평가
로,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간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로 정의된다(King,
1997). Atherly(1990)는 자존심은 이상적인 자아와 실
제 자아간의 차이를 반영하며,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
아 간 적정거리를 지닌 사람은 높은 자존심을 발달시키
고, 양자 간 상당한 거리를 지닌 사람은 낮은 자존심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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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연구자들은 자존심 즉, 개인이 자신들에 대해 어

제시해왔다.

떻게 느끼는가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며, 그리

Freud는 배우자 선택 시 최초의 애정의 대상인 부모

하여 자존심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행동을 채택하는 데

를 향한 성적 에너지(libidinal energy)가 이성을 향해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왔다(King,

이동함에 따라 남성은 어머니와 같은 여성을, 여성은 아

1997). 예컨대, Bandura(1969)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

버지와 같은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선

들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영향들을 더 받

택은 친숙함, 안전감 및 예측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

기 쉽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적인 행동 측면에서 자존심

였다(Oh et al., 재인용 2005). Hendrix(1981)도 사람

이 낮은 젊은이들이 혼전 성관계와 10대 임신에 더 연루

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한

되기 쉽다고 밝혔다. Gibli et al.(1988)은 자존심이 건

다는 부모 이미지 이론(parent image theory)를 제시

강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하였다(Oh et al., 재인용 2005). 그러나 Winch(1955)

였다. Hayes et al.(1999)는 자존심이 정신적, 사회적,

는 서로 비슷한 사람보다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생활적응의 한 지표이자 행동의 조절인자이며, 많은 긍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며 이러한 특성이 배우자 선택에

정적 성취, 리더십, 만족, 불안감소, 학문적 및 신체적 능

작용된다는 상보적 욕구이론(complimentary needs

력 향상 등의 사회적 행동들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theory)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본인이 내성적일 경우

Lee(2000)는 자존심과 배우자 선택조건에 관한 연구

외향적인 상대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같은

에서 자존심이 낮은 집단이 배우자의 매력정도, 정서적

욕구에 대해 상이한 강도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와 만

성숙을 덜 고려했고, 자존심이 높은 집단이 배우자의 성

족하려는 욕구 분야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상대에게 매

취욕, 자아분화도 및 성격을 더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력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이 지닌 자아분화도, 자존심 혹은 성역할 태도

Murstein(1980)은 배우자 선택 시 먼저 신체적 외모,

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배우자 선택의 내적요인 선호에

직업, 학벌, 성격적 특성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극요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영향변수라고 하였다. Choi

인들을 기초로 하여 상호 간 매력을 느끼게 되고, 서로

(2008) 역시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도에 영

간에 느끼는 총체적 매력이 균형을 이룰 경우 인생관이

향을 미치며,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나 성,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을 평가한다고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배우자 선택의 단계가 진전될수록 가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쓸모

에 대한 고려가 더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

다. Udry(1974)는 배우자 선택의 과정을 다섯 단계의

의 매력정도, 성취욕, 성격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여과망 이론(the filter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

고, 이러한 집단이 결혼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인 근접성의 여과망에서는 현실적․지리적으로 쉽

는 것이다. 한편, Oh et al.(2005)은 바람직한 배우자를

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상이 제한되고, 두 번째 단

선택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계인 매력의 여과망에서는 인성, 외모, 능력 등에 대해

하였으며, 자아상이 낮거나 자존심이 없을 경우에는 상

매력과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한정되며, 세 번째 단계

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인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에서는 인종, 연령, 종교, 사회

에 사랑하는 상대방의 진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계층, 직업, 교육수준 등이 유사한 대상으로 범위가 축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인 의견일치의 여과망에서
는 태도나 가치관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남게 되고,

3. 배우자 선택 관련 이론
그간 다수의 학자들이 배우자 선택은 인간의 주관적
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대적, 사회적으
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아울러 배우자
선택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배우자 선택 관련 이론들을

다섯 번째 단계인 상호보완성의 여과망에서는 서로의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
람으로 제한되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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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했던 Thornhill and Thornhill(1983)은 오늘

차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용모를, 여성은 남성의 학벌과

날의 배우자 선호에는 이전의 선택압력(prior selection

생활력 같은 속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Lee(2000)는

pressures)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배우자 선호가

배우자 선택 조건을 외적,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species)의 생식 관련 역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배우자 선택 조건의 외적 요인으로 수입, 재산, 학력, 외

있다고 보았다. Buss(1988)는 성내 경쟁(intra sexual

모, 직업, 건강상태 등을 들었고, 내적 요인으로 애정의

competition)에서 이성을 매혹하고 소유하기 위해 표출

표현력, 유머감각, 정서적인 성숙, 진취성, 성격, 가치관

되는 책략들(confirtactics)이 배우자 선호에 강한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Li(2007)는 자원은 인간집단 사이의

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Buss(1989)는 또한 배우자

보편적인 특징인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축적되는 경향

선호가 차별적으로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가에

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원획득이라는 적응문제를

영향을 미치고, 선호되는 배우자의 유전적 특성이 다음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하

세대들에게 더 빈번하게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 고대 인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의 성 선택이 오늘날의 성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과 자존심이 좋은 유전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은 자신보다 더 어린 여성을

자, 좋은 자원 획득, 좋은 부모 및 좋은 파트너라는 4개

배우자로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더

의 배우자 선택지표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많은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uss, 1989;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Guttentag & Secord, 1983; Kenrick & Keefe,
1992). 이는 여성은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한 아이를 출

Ⅲ. 연구방법

산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
위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Betzig,
1986). Buss(2008)는 더 나아가 여성은 남성에게 필요
한 경제적 자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자신
과 자식에게 기꺼이 헌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남성
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사랑과 헌신이 장래에 자원을 충
실하게 전달해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 중 하나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Buss와 Schmitt(1993)는
장기적 짝짓기가 여성에게 주는 혜택 중 하나가 남성이
제공하는 신체적인 보호라고 하였으며, 남성의 몸 크기,
힘, 신체적 능력, 운동 능력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서이며, 여성이 배우자를 선호할 때 이
러한 단서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는 여성들은 키가
작은 남성을 단기적 배우자나 장기적인 배우자로 바람
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Dixon et al.(2010)
역시 여성들은 키가 크고 튼튼하며 운동 능력이 뛰어난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미혼남녀가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존심이 배우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1. 자존심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을 매개하
여 배우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남성을 결혼 상대자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하
였다.
Seo와 Chung(1994)은 한국의 미혼남녀가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 조건에 성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남
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과 같은 속성을 중시하지만 이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본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은 전체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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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매력성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 체형, 신체, 비례 등 6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 자신을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정도
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Ⅳ. 연구결과

2) 자존심

1. 미혼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선택지표의 차이

본 연구에서 자존심이란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
신에 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해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심 척도
를 번역한 총 10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미혼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선택지표에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배우자 선택지표로 제시된 를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배우자 선택지표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 배우자 선호
본 연구에서 배우자 선호란 응답자가 4개 군집의 배
우자 선택지표를 중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Buss와 Shackelford(2008)의 연구에서 사용
된 총 21문항을 번역하여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1) 배우자 선택지표의 차원
배우자 선택지표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이에 관한
21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 분
석한 결과, 좋은 투자능력을 측정하는 3문항이 설명력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18문
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고유치

3. 연구대상

(eigenvalue) 1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4요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5-35세의 미혼남

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 .80, .83, .78로

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응답자 375명 중 여성이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4개 요인이

226명(60.3%), 남성이 149명(39.7%)이었으며, 응답자

배우자 선택 조건을 설명한 총 변량은 61.5%로 나타나

의 연령대는 20대가 262명(69.9%), 30대가 113명

개념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30.1%)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148명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9.6%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

(39.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이 109명(29.1%), 고

는 배우자 선택 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이해심, 자녀

졸이 87명(23.2%), 대학원졸이 31명(8.3%) 순으로 나

에 대한 애정, 자녀 양육능력 등을 중시한다는 문항들이

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200명(53.3%)로 가장 많았고,

포함되었기에 “좋은 양육”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

직업은 학생이 109명(29.1%), 판매/서비스직이 60명

체변량의 16.7%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배우자 선

(16.0%), 사무/관리직이 60명(16.0%) 등의 순으로 파

택 시 신체적 매력성, 반듯한 외모, 성적 매력성 등을 중

악되었으며,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26명(60.3%)으

시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로

로 가장 많았다.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13.0%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배우자 선택 시 나를 사랑해주는 동반자,
나에게 충실한 동반자, 나에게 헌신하는 동반자를 중시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는 2014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400부의 설

한다는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좋은 파트

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387부의 설문지

너”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12.2%를 설명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375부를 최종 분석에

하였고, 이 요인에는 배우자 선택 시 높은 사회적 지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통

나보다 많은 나이, 좋은 벌이 능력, 학력 등을 중시한다

계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 능력”으로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회귀분석, t-test 및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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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mate selection index
Factor

Factor1
Good Parenting

Factor2
Good Gene

Factor3
Good Partner
Factor4
Good Investment
Ability

Factor
Loading

Items
Kind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862

Raising children well

.828

Fond of children

.825

Likes children

.685

Emotional Stability and Maturity

.571

Desire for home and children

.524

Physically Attractive

.817

Good Looking

.769

Sex Appeal

.748

Femininity, Masculinity

.699

Physically Fit

.537

Intelligent

.533

Loyal

.885

Being a loving partner

.839

Devoted to you

.780

Potential Income

.927

Good Earning Capacity

.906

Ambition and Industriousness

.578

Eigen
Value

% of
Variance

⍺

5.00

19.6

.81

2.47

16.7

.80

1.98

13.0

.83

1.61

12.2

.78

이와 같은 결과는 Buss와 Shackelford(2008)가 배

너차원(M=4.57, SD=.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우자 선택조건을 Good Gene, Good Investment Ability,

음으로 좋은 양육차원(M=4.40, SD=.508), 좋은 투자

Good Parenting, Good Partner라는 4개 차원으로 분

차원(M=4.21, SD=.553), 좋은 유전자 차원(M=3.91,

류한 것과 동일하다.

SD=.5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통계청 자료(2013), 그리

2) 미혼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 선택지표의 성별에 따른 차이

고 한국의 미혼남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과 같은 속성

미혼남녀가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를 각각 분석한

을 중시하며, 2차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용모를, 여성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성이 가장 중시하는 배우

남성의 학벌과 생활력 같은 속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자 선택지표는 좋은 파트너차원(M=4.45, SD=.588)

Seo와 Chung(1994)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좋은 양육차원(M=4.42,

이는 현 우리사회 미혼남녀 모두가 배우자 선택 시 특히

SD=.499), 좋은 유전자차원(M=4.04, SD=.582), 좋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충실하고, 헌신해줄 수

은 투자능력차원(M=3.38, SD=.701) 순으로 나타났

있는 파트너일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다. 여성이 가장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는 좋은 파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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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of mate selection index by sex
Man
M(SD)

Women
M(SD)

Kind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4.55(.60)

4.50(.66)

Raising children well

4.50(.62)

4.44(.67)

Fond of children

4.62(.57)

4.58(.57)

Likes children

4.45(.83)

4.48(.64)

Emotional Stability and Maturity

4.38(.63)

4.45(.67)

Desire for home and children

4.03(.98)

3.94(.90)

Total

4.42(.50)

4.40(.51)

Physically Attractive

4.05(.77)

3.81(.86)

Good Looking

3.97(.81)

3.65(.82)

Sex Appeal

4.04(.84)

3.83(.85)

Femininity, Masculinity

3.83(.94)

3.81(.88)

Physically Fit

4.52(.65)

4.41(.72)

Intelligent

3.86(.85)

3.95(.72)

4.04(.58)

3.91(.57)

Loyal

4.46(.68)

4.65(.63)

Being a loving partner

4.66(.53)

4.71(.58)

Devoted to you

4.24(.84)

4.36(.78)

4.45(.59)

4.57(.58)

Potential Income

3.14(.85)

4.08(.70)

Good Earning Capacity

3.18(.89)

4.09(.71)

Ambition and Industriousness

3.82(.93)

4.46(.71)

3.38(.70)

4.21(.55)

α=.819

α=.850

Mate selection

Good Parenting

Good Gene

Total

Good Partner

Total

Good Investment
Ability

Total
Reliability

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

t

.454

2.269***

-1.937

-12.71***

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34.848, p<.001)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독립변

배우자 선택지표의 차원들에 미치는 신체적 매력성

인으로, 배우자 선택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

자아지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매력성

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자아지각은 좋은 유전자 차원(β =.399, t=8.39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시되는 배우자 선택지표

p<.0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를 설명한 총 변량은 9%로 나타나 설명력이 크지는 않

다음으로 좋은 양육 차원(β =.138, t=2.689, p<.01),

지만,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

좋은 파트너 차원(β =.117, t=2.276, p<.05), 좋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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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index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Good Parenting

.088

.033

.138

2.689**

Good Gene

.293

.035

.399

8.392***

Good Partner

.087

.038

.117

2.276*

Good Investment Ability

.124

.048

.133

2.583*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F

R

2

34.84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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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능력 차원(β =.133, t=2.583, p<.05)순으로 영향을

지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신체적 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력성 자아지각은 좋은 유전자 차원(β =.511, t=7.209,

이러한 결과는 특히 미혼남녀 모두 자신의 신체적 매

p<.00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배우자 선택 시 잠재적 배우자

이어 좋은 양육 차원(β =.232, t=2.897, p<.01), 좋은

의 신체적 매력성, 반듯한 외모, 성적 매력성 등을 가장

파트너 차원(β =.175, t=2.160, p<.05) 순으로 나타났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신체적 매력성

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하

이 유사한 사람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한다는 짝짓기 가

는 미혼남성이 신체적 매력성을 포함하는 좋은 유전자

설(matching hypothesis of mate selection)을 지지하

지표를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및 역할 가치관 등 유사한

다음으로, 미혼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

특성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져 동질혼의 경향이 나타난

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를 설명한 총 변량은 7%로 파

다는 자극-가치-역할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

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

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 시 동질혼의 경향이 나

지각이 배우자 선택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16.440,

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차원에서 동질성이 높은 것

p<.001)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Maeng(2011)의 연구결과와도

나 미혼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택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의 차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좋은 유전자 차원(β =.320,

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성

t=5.055, p<.001)과 좋은 투자 능력(β =.217, t=3.326,

별에 따른 차이

p<.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

여성일수록 잠재적 배우자로 신체적 매력성 수준이 높

기 위해 각각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은 남성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으

독립변인으로, 배우자 선택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

로 해석될 수 있다.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우선 중시하는 배우자

먼저, 미혼남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택지표에 미치는 미혼남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선택지표를 설명한 총 변량은 20%로 파악되었으며, 전

의 영향력이 미혼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의 영

체적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중시하는 배우자

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매력

선택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36.178, p<.001) 정

성 자아지각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배우자 선호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지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

표의 차원들에 미치는 미혼남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

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남성일수록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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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by sex
Independent variables

male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female

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Good Parenting

.146

.050

.232

2.897**

Good Gene

.374

.052

.511

7.209***

Good Partner

.130

.060

.175

2.160*

Good Investment Ability

.123

.072

.139

1.705

Good Parenting

.049

.043

.075

1.121

Good Gene

.233

.046

.320

5.055***

Good Partner

.063

.050

.084

1.266

Good Investment Ability

.153

.046

.217

3.326**

2

F

R

36.178***

.20

16.44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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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제외한 바람직한 특성들을 더

볼 수 있다.

많이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여
성일수록 잠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조건과 경제적 능력

3.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치는 영향

에 비중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시되는 것은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남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잠재적 배우자의 경

위해 자존심을 독립변인으로, 배우자 선택조건을 종속변

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않는 반면,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은 잠재적 배

나타났다.

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여성이 배우자 선택 시 좋은 유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1.359,

전자 지표와 좋은 투자 지표라는 두개 차원을 따라 교환

p<.001),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을 설명한 총 변량은

이 이뤄질 것으로 본 Gangestad and Simpson(2000)

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 가정을 지지함과 아울러 특히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

배우자 선택조건의 차원들에 미치는 자존심의 영향을

을 높게 지각하는 여성의 경우가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존심은 좋은 유전자 차원(β =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매력적인 여성들

.373, t=7.760, p<.001), 좋은 양육 차원(β =.183,

이 모든 배우자 선택지표에 대해 높은 수준에 있는 배우

t=3.595, p<.001), 좋은 파트너 차원(β =.147, t=2.870,

자를 원했다는 Todd et al.(2007)의 연구결과와는 차이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있으며, 현 한국사회 미혼남녀의 만혼의 주된 이유가

나타났다. 이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잠재적 배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혼 여성들의 배우

자의 신체적 조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능력 및 헌

자 선택에서 경제력이 다른 지표들보다 중시되기 때문

신적이고 충실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미혼남녀 모두에서 신체적

의미한다. 이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정서

매력성 자아지각이 좋은 유전자 차원을 중시하는 정도

적인 성숙을 덜 고려했다고 밝힌 Lee(2000)의 연구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주시되며, 이는 미혼남녀

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잠재적 배우자의 건강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밝힌

한편,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의 좋은 투자 능력 차

Buss와 Dedden(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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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self-esteem on mate selection index
In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Good Parenting

.142

.040

.183

3.595***

Good Gene

.332

.043

.373

7.760***

Good Investment Ability

.077

.059

.068

1.316

Good Partner

.133

.046

.147

2.870**

2

F

R

31.35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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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되며, 이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물

배우자 선택조건의 차원들에 미치는 남성의 자존심

질적 도움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반적인 태도

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자존심은 좋은

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된다.

투자 능력을 제외하고, 좋은 유전자 차원(β =.422,
t=5.644, p<.001), 좋은 양육 차원(β =.232, t=2.897,

1) 자존심이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에 따른 차이
자존심이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p<.001), 좋은 파트너 차원(β =.182, t=2.250, p<.05)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남성

여성의 자존심이 배우자 선택조건을 설명한 총 변량

과 여성의 자존심을 독립변인으로, 배우자 선택지표를

은 9%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의 자존심이 배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

우자 선택조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21.235, p<.001)

과 같이 나타났다.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자존심이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지표를 설명한

배우자 선택조건의 차원들에 미치는 여성의 자존심

총 변량은 19%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남성의 자존

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자존심은 좋은

심이 배우자 선택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32.200,

양육 차원을 제외하고, 좋은 유전자 차원(β =.322,

p<.001)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5.092, p<.001), 좋은 투자능력 차원(β =.278, t=4.335,

<Table 6> The difference of the effect of self-esteem on mate selection index by sex
Independent variables

male

self-esteem

female

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Good Parenting

.279

.061

.353

4.572***

Good Gene

.389

.069

.422

5.644***

Good Partner

.170

.076

.182

2.250*

Good Investment Ability

.085

.091

.077

.933

Good Parenting

.058

.052

.074

1.110

Good Gene

.283

.056

.322

5.092***

Good Partner

.139

.059

.154

2.339*

Good Investment Ability

.237

.055

.278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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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32.200***

.19

21.235***

.09

p<.001), 좋은 파트너 차원(β =.154, t=2.339, p<.05)

을 설명한 총 변량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영향을 미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먼저 남녀 모두 자존심이

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지각

높을수록 잠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조건을 가장 중시한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는 날씬하지 않은 신체는 매력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과 자존심과의 관련성을 밝힌 Chung(2003)의 연구와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심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의 자존심은

Lennon과 Rudd(1994)의 견해를 지지하며, 신체적 매

배우자 선택조건의 투자능력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

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신체

치지 않는 반면, 여성의 자존심은 남성의 좋은 투자능력

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더 높다고 밝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주

힌 Chung(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시되며, 이는 자존심이 높은 여성 집단이 자존심이 낮은
여성 집단에 비해 배우자 선택 시 직업과 가정환경을 더

5. 미혼남녀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을

고려한다고 밝힌 Lee(2000)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매개하여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치는 영향
미혼남녀 각각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을

4.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

매개하여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파악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을

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독립변인으로,

전체적으로, 미혼남녀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친 직접효과(.292)가 자존심을 매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개하여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친 간접효과(.164=.59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통계적으로 유의

×.278)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1>.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01,

미혼남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t=14.191, p<.001),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

선택조건에 미친 직접효과(.391)가 자존심을 매개하여

<Table 7>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s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

F

R

Self-esteem

.488

.034

.592

14.191***

201***

.35

2

***p<.001

<Fig. 1>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index mediate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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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index mediated
self-esteem of unmarried man

<Fig. 3> The effect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mate selection mediated self-esteem
of unmarried women

배우자 선택조건에 미친 간접효과(.210=.565×.371)보

력성과 자존심이 이 특성들을 중시하는 정도에 영향을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미치는가와 이 세 변인들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미혼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배우자 선택조

구명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건에 미친 직접효과(.261) 역시 자존심을 매개하여 배

거주하는 25세-35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우자 선택조건에 미친 간접효과(.180=.614×.294)보다

집하여 분석하였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과 자존심이

첫째, 배우자 선택조건의 차원은 좋은 양육, 좋은 유

각각 독립적으로 배우자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전자, 좋은 파트너, 좋은 투자 능력이라는 4개 차원으로

만, 이것들이 자존심을 매개하여 배우자 선호에 영향을

분류되었으며, 남성은 좋은 파트너차원, 좋은 양육차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세 변인들

좋은 유전자차원, 좋은 투자능력차원 순으로 배우자 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조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좋은 파트
너차원, 좋은 양육차원, 좋은 투자능력차원, 좋은 유전자
차원 순으로 배우자 선택조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Ⅴ. 결론 및 제언

났다.
둘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전체적으로 배우자

본 연구는 현 우리사회 미혼남녀들이 선행연구들에서

선택조건에 좋은 유전자 차원, 좋은 양육 차원, 좋은 파

제시되고 있는 4개 차원의 좋은 배우자 특성들을 얼마

트너 차원, 좋은 투자능력 차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나 중시하는가를 밝히고, 자신들이 지각하는 신체적 매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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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잠재적 배우자 선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사회의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택조건의 투자능력 차원에, 여성의 경우 잠재적 배우자

는 남녀의 만혼, 이혼 및 그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해

의 좋은 양육 차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미혼남녀가 중시하는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확

셋째, 자존심이 전체적으로 배우자 선택조건에 좋은

인하였다는 것과 배우자 선호에 미치는 신체적 매력성

유전자 차원, 좋은 양육 차원, 좋은 파트너 차원 순으로

과 자존심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했다는 데에 본 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

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성의 경우 자존심이 잠재적 배우자의 좋은 투자 능력차

일부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미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했기

원에, 여성의 경우 좋은 양육 차원에는 유의한 영향을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지닌다.

넷째, 남녀 모두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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