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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자기효능감과 학

교생활 응을증진시키고,외모에 한올바른사고를갖도록하기 한방법을모색하는데도움을주고자

수행되었다.연구 상은 C시 소재 3개 고등학교 재학생 199명이었으며,자료는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자료의 분석은 SPSS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ANOVA,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 다.연구결과 상자의 외모만족도,자기효능

감 학교생활 응정도는 간정도 고, 상자의 외모만족도는성별에 따라차이를 보 으며,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학교생활 응은 경제수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상자의 외모만

족도와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응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나타내었다.따라서 청소년의 학

교생활 응을 높이기 한 재 로그램계획시에는성별을고려하면서 외모만족과 자기효능감을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relationofappearancesatisfaction,self-efficacy,

andschoollifeadaptationofadolescentandtoprovidebasicdataforimprovingappearance

satisfaction,self-efficacy,andschoollifeadaptation.Theparticipantswere199secondgrade

studentsofthreehighschoolsinCcity.Datawerecollectedfrom September21toSeptember

25,2012andbyastructuredquestionnaire.Thecollecteddatawereanalyzedbyt-test,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using the SPSS/WIN(ver.20.0).The score ofappearance

satisfaction,self-efficacy,andschoollifeadaptationwererelativelymoderate.Thestudyshowed

significantdifferencesinthescoreofappearancesatisfactionandschoollifeadaptationaccording

togenderandeconomicstatus.Appearancesatisfactionandself-efficacyhadsignificantly

positivecorrelationswithschoollifeadaptation.Therefore,theseresultsshouldbeconsidered

whendevelopinginterventionprogramsforimprovingschoollifeadaptation,self-efficacy,and

schoollifeadaptationof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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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많은신체 ,정서 변화를경험하며부

모,친구,사회와의 계를통해자아발견,학업성취,자

신의 신체 이미지 등에 한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고

형성하게 되는 요한 시기이다[1].이 시기 청소년은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 인변화와높은 자의식으로 자

신의신체 조건과특징에민감하게반응하고,외모에

한 심이커서 주로 신체이미지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을 지각하게 된다[1][2].이러한 개인이 지각하는

신체 는외모에 한만족도는자신을인식하는가치

이나신념과도 련이깊으며[3],자신의모습에 한

해석과 신념은 자신에 한 개인 가치나 자기 확립,

타인과의상호작용,개인의 반 인생활에많은 향

을 미치게 된다[4][5].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외모에 한 포 이고 주

인생각이며,얼굴과겉모습에 한만족감의정도로

정의되어왔다[6][7].하지만,최근‘외모지상주의’‘외모

가 곧 능력’이라는 신체와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 분

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실제모습에 한 객

인인식과는별개로미에 한이상형을규정하게하여

외모에 해 잘못된 인식이나 가치 을 심어 수 있

으며,정신 부담을주는심리 스트 스로작용하여

자아상과생활에부정 향을 수있다[8].이는청

소년기에는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을 더인지

하여자신의가치로내면화하는경향이높으며,외모에

한느낌과수용이자신감이나 자아개념형성에 요

한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작용하기 때문이다

[9].

통계에 의하면,15세～19세 청소년의 60%가 반

인 생활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며 10명 7명(71.7%)

은학교생활에서스트 스를느끼고[10]가장고민하는

문제로는 ‘공부(57.5%)‘가 1 ,‘외모·건강(15.8%)’이 2

를 차지하 다[11].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성장 등 상과 동반되는 외모·건강에 한 심과 고

민은 자연스러운 상이라 볼 수 있다.하지만, 부분

의 시간을 학교에서보내는청소년들에게있어 자신의

욕구가학교내환경,친구,교사와의 계에서수용

는만족됨으로써갈등이없고 편안하고자연스러운 행

동을 보이는 학교생활 응과 외모에 한 올바른 인식

은청소년의 심리․사회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

한요인들이기에문제해결을 한 구체 인 탐색과

극 인 재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청소년의외모만족도나학교생활 응에 한

연구들은꾸 히이루어져왔으며,이들연구에따르면

감수성이 민한청소년기는 외모를 통해 상 의 인상

을 평가하려는 속성과 매력 인 외모로 래들과의

계에서 정 으로평가받으려는욕구가강하기때문에

외모만족도는친구,학교환경,수업등의학교생활 응

의여러측면에있어서 요한의미를가진다[12].외모

에 한 불만족은 자기효능감 하나 인 계 기피로

의발 을 래할수있으며[13],정서 상태를조 하

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사고,유형,행동을 매개

하는 재변인으로[14],외모에 한인식이나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15].외모에 한 정 인 인식

은 타인들과 원만한 계를 형성하고 성공 인 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환경에 잘 응하여,조화롭게 독립

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16].선

행연구들의결과를종합해보면,외모가매력 이지못

한 청소년일수록 래들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

고, 래와의 계가 부정 일수록 자기효능감도 낮게

지각하며,이로인해본인스스로비 인성향을가지

게 되고[17][18],자기에 한 부정 인 평가들은 다

시 외모만족도를 낮게 한다[19]고 볼 수 있다.

이처럼기존의연구들을통해볼때,청소년의외모

에 한 느낌과 수용은 학교생활 응과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

지만,지 까지의 외모만족도나 학교생활 응에 한

연구들 부분은 외모 리나 외모 리행동에 향을

미치는요인에 을두거나[20-22]자아존 감, 인

계,우울,스트 스 등과의 계에 한 것으로

[22-25],자기효능감이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와 학교

생활 응을 이해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에도 불

구하고이들 계를규명하는실증 연구는미흡한실

정이다.따라서청소년의외모만족과자기효능,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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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응에 있어 이들 변인의 역할과 계에 한 좀 더

명확한 검증과 청소년들을 상으로 올바른 외모인식

을 통한 학교생활 응이나자기효능 증진을 한 재

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

교생활 응의 계를 살펴 으로써 외모에 한 올바

른 사고를 갖고,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응을 증진시

키기 한방법을모색하고더나아가청소년의외모만

족도와 자기효능감,학교생활 응을 효과 으로 향상

시킬수있는 재 로그램개발에필요한기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일반 특성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외모만족도,자기효

능감 학교생활 응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과의 계를 악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연구는청소년의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응과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상자는 C시에 소재한 3개 고등학교에 재

학 인 2학년생 230명을 편의표집 하 다.

상자표본의수는G*Power3.1.5 로그램을이용하

여유의수 α=.05,효과크기.15,검정력power=.95를

기 으로 산출한 결과 권고한 표본 수는 총 159명이었

으나설문지회수율을 고려하여 표본수를확 하여 자

료 수집하 다.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2년9월25일까지 으며,해당기 을직 방문하여

기 장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진행과 자료

수집에 한 기 의 허락을 받았다.자료 수집을 도와

연구보조원들에게연구의목 ,참여의자율성,자료

수집의익명성,비 보장그리고학문 목 이외의다

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등에 해설명할것을사

에 교육하 다.이후 연구보조원들이 상 학생들에

게미리교육받은내용에 해설명하 고연구에자발

참여를동의한 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

지작성요령과 언제라도본인이원하지않으면설문응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해 재차 설명을 하 다.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무기

명으로하 으며, 상자가작성한설문지를 투에넣

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1부를수거하 다.이 불성실하고부 하게작성

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199부를 최종 분석 상으

로 삼았다.

3. 연구 도구

3.1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외모에 한 포 이고 주

인 생각을 말하며[7],한상숙[21]의 외모 인식 만

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총 28문항으

로 외모 요도,외모 심도,외모만족도 등 3개 하

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한만족의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역별신뢰도는

한상숙[21]의연구에서외모 요도Cronbach’sα=.76,

외모 심도Cronbach’sα=.82,외모만족도Cronbach’s

α=.71로나타났고본연구에서는Cronbach’sα=.81으

로 나타났다.

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Jacobs,Rogers[14]가제작한자기효능

감척도(self-efficacyscale:SES)를임인숙[23]이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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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 N %

성별
남 101 50.8

여 98 49.2

인지한
경제적 상태

상 9 4.5

중 173 87,0

하 17 8.5

동거가족
형태

부모 174 87.5

한부모 15 7.5

조부모 6 3.0

기타 4 2.0

특성 평균±표 편차 최 값 최소값 멈
외모만족도 2.89±0.36 1.75 4.07 2.32

자기효능감 3.17±0.42 1.65 4.83 3.17

학교생활적응 2.73±0.34 1.50 4.00 2.50

한 도구를 사용하 다.이 척도는 일반 자기효능감

17문항,사회 자기효능감6문항등총23문항으로구

성되어 있으며,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

2=‘그 지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우그

다’)로측정하여 수가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높음을

의미한다.임인숙[2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일반

자기효능감이Cronbach’sα=.87,사회 자기효능감이

Cronbach’sα=.63이었고본연구에서는Cronbach’sα=

.81으로 나타났다.

3.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응은 조정숙[25]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이도구는총5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4

Likert척도(1=‘거의그 지않다’,2=‘체로그 지않

다’,3=‘가끔그 다’,4=‘자주그 다’)로측정하여 수

가높을수록학교생활 응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조

정숙[25]연구에서신뢰도는Cronbach’sα=.94으로나

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8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SPSS20.0program을이용하여 상

자의일반 특성과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

활 응정도는실수와백분율,평균평 과표 편차등

으로분석하 다.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외모만

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정도의 차이는

t-test,ANOVA,Scheffe'stest로분석하 고외모만족

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정도와의 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를이용하여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체 연구 상자 199명 남학생이 101명(50.8%),

여학생은 98명(49.2%)이었다. 상자가 인지한 가정의

경제상태는 이173명(87%)으로가장많았으며,하가

17명(8.5%),상이9명(4.5%)이었다.동거가족형태는부

모 174명(87.5%),한부모 15명(7.5%),조부모 6명

(3.0%),기타 4명(2.0%)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9)

2.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정도

상자의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정도는 [표 2]와 같았다.

상자의 외모만족도는 평균 2.89±0.36 ,자기효능

감은 평균 3.17±0.42 ,학교생활 응은 평균2.73±0.34

으로 모두 간 정도의 수 을 보 다.

표 2.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정도  
(N=19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자기효능

감 학교생활 응 정도의 차이는 [표 3]과 같았다.

상자의 외모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더 높았다(t=-3.241,p<.001).

상자의 학교생활 응 정도는 상자가 인지한 가

정의경제상태에따라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어

경제 상태를 ‘’으로 인식한 상자들이 가장 높았다

(F=3.085,p=.048).

한편,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자기효능감은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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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차이                       (N=199)

특성 분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M±SD
torF(p)
Scheffe's

M±SD
torF(p)
Scheffe's

M±SD
torF(p)
Scheffe's

성별
남a 2.82±0.38 -3.24

(<.001) 
a<b

3.21±0.43 1.51
(.133)

2.72±0.35 -0.50
(.619)여b 2.98±0.32 3.12±0.40 2.74±0.33

인지한
경제적 상태

상a 2.85±0.37
 0.54
(.585)

3.42±0.30
2.43
(.090)

2.56±0.30 3.09
(.048)
a,c<b

중b 2.90±0.36 3.17±0.40 2.76±0.31

하c 2.82±0.40 3.05±0.56 2.59±0.53

동거가족
형태

부모 2.90±0.36

1.13
(.339)

3.18±0.40

2.04
(.110)

2.73±0.34

 0.34
(.796)

한부모 2.81±0.36 2.94±0.52 2.68±0.34

조부모 3.07±0.25 3.22±0.45 2.76±0.22

기타 2.71±0.35 3.41±0.16 2.87±0.08

표 4.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변수
외모만족도
r(p)

자기효능감
r(p)

학교생활 응
r(p)

외모만족도 1

자기효능감 -.570(.427) 1

학교생활적응  .154(.030) .470(<.001) 1

4.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간의 상 계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상자의외모만족도는학교생활 응(r=.154,p=.030)

과는 순 상 계가 있었고,학교생활 응은 자기효능

감 (r=.470,p<.001)과 순 상 계를 보 다.한편,외

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본연구는청소년의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응 정도와 이들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연구 상자의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

활 응 정도는 모두 간정도 다.

상자의외모만족도는평균2.89 으로농 학생

을 상으로한연구[25]에서의3.37 과 남지역고등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2]에서의 3.02 보다는 낮

았지만,도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0]에서의

2.13 보다는높고고등학생을 상으로한연구[26]에

서의2.96 과비슷한수 을보 다.이는학년이높을

수록 외모만족도 수 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27]

와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높았다는 연

구[28]가 모두 보고되고 있어 일 된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하다.이에 청소년의 연령 따른 외모인식 만족

에 한차이양상을살펴보는보다구체 인반복연구

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더불어지역에따라청소년들

의 신체 외모에 한 만족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

는 것[20][22][25][26]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외모만족도가 각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가치 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연구[29]를 일부 뒷받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외모만족의 향요인으로 이들 변수들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17 으로 고등학생을

상으로한다른연구[22]에서의2.84 보다높게나타

났다.이는본연구가고등학교 학년이포함된비교

연구 상자들과는달리,편의표집된인문계고등학교

2학년만을 상으로 하 기에 상 집단의 차이로 인

해 래된 결과로 보인다.더불어 새로운 고등학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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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에 응하려정서 인노력하려는1학년이나,학

업에 한 부담감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보다 상

으로학업에 한부담감이 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

여겨진다.

상자의학교생활 응은평균2.73 으로 간정도

의 수 을 보 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의 3.21 에 비해 낮은 수 지만,고등학생을 상으

로한연구[30]에서의2.8 과는비슷한 수를보 다.

이는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보다 학진로 등 학업에

한고민과많은학업량에의해상 으로낮은 수

를보인것으로여겨진다.최근에는학교생활 응의의

미를폭넓게정의하여 학업 특성뿐만이아니라다양

한요인들을포함시키고있어이부분에 한반복연구

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자기효능

감 학교생활 응정도에차이를보인변인으로외모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응은 가정의 경제 상

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외모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이는 선행 연구들[13][27]에서 보고하고

있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외모만족도가더높으며,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만족도가 낮다는 결과와는 상

반된 결과 다.이는 최근에는 남학생도 외모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이 의 연구결과들과는 상이

한 결과이기에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구체 으로 찾는 반복연구가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생활 응 정도는 상자가 인지한 가정의 경제

상태를 ‘’으로 인식한 상자들에서 가장 높았다.이

는기존연구들에서생활수 이높을수록학교생활 응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13][23-25][30]것을부분 으로지지하는결과로,경제

수 은 학교생활 응에 향을주는 요인으로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자의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서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각각

학교생활 응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통

계 으로유의한 계를보이지않았다.이는외모만족

도와 학교생활 응 간에 상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들[13]에서외모에 한만족도가고등학생의학교 응

의여러측면에서 정 인 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

연구결과와맥락을같이한다.이를통해청소년들에게

있어외모는자신을표 하는하나의 요한척도이며,

학교 응에 요한 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할수있

다.따라서 한외모 리와올바른인식은청소년들

의 학교생활에 있어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 자기효능감도 학교생활 응과 순 상 계

를보 다.이를통해외모만족도를높여주면자기효능

감이 높아져 과제난이도에서도 수행능력이 높아지며

[13],외모만족도와자기효능감은순환 인인과 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19]를 지지할 수 있었다.이는

한 자기 자신에 한 정 인 생각이 자신의 외모에

해서도 정 으로 평가하게 되어 결과 으로 외모

에 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만든다고 볼 수 있기에 고

등학생의외모에 한 정 수용과 자기효능감 향상

을 한 교육과 상담의 방향 필요성을 제안하는 결

과라볼수있다.특히자기효능감의경우청소년의사

회 ,학업 역에서 정서 안녕에 향을 미치고

[31],건강 련 행동특성 다양한 행동특성과 련되

어 있으므로[32]학생 개인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효

능감을증진을통해서학교생활 응을도울수있을것

으로생각된다.따라서학교보건 장에서이러한부분

을고려하여 청소년들이자신의외모에건 한인식과

각자의 특성과 능력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며이를 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외모만족도와 자기효

능감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과 한 련이 있

으므로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증진

과 련하여학업 장과연계하여고려할수있는교육

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청소년의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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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응의 계를 살펴 으로써 외모에 한 올바른

사고와 학교생활 응 증진을 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수있는기 자료를제공하 다는것에의의

가 있다.이는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학교생활 응을

높이기 한 재 로그램계획시기 자료로사용됨

으로써청소년의정서 건강증진을 한교육과실무,

추후연구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본연구

는일지역의특정청소년만을 상으로하 기에청소

년의 외모만족도,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정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과 련변인들모두

포 하지는 못한 제한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응에

향을미칠수있는좀더다양한요인들을확인할수

있는 반복연구와,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 응 증진을

한 재 로그램 개발 효과에 한 검증 연구를

제언하는바이다.더불어추후이를추가 으로설명하

고지지할수있는다른 련특성들에 한탐색을시

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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