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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우울의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
주의 가치관이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
으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제시하여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모만
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물질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며,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외
모만족도를 이중매개 하여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있어 물질주의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져오
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렸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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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생 세대는 한국 경제적 발전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심리적 만족이나 행복은 이전
세대보다 못하다(박정윤, 2009; 임태순, 임병진, 2012; 최무진, 2009).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
환 실태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이와 함께 2018년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상태와 학
교적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43.2%가 우울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
고, 응답자의 14.3%는 자살위기의 잠재 위험군 이상으로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오혜영,
2018). 이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위기가 심각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추후 사회생활 적응과 가정생활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과(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이선혜, 2002), 대학생 시기
의 우울이 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김정호, 2015;
김지삼, 2014; 천숙희, 2012),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기위해 다양한 이론에서 증상을 해석하려 노력 해 왔으나, 최근
에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차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turman, Mongrain, & Kohn, 2006). 특히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을 때, 우울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점(Just, Abramson, & Alloy, 2001)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물
질주의를 제시하여 우울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물질주의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의 소유나 획득을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를 연구한
대표 학자인 Richins와 Dawson(1992)은 물질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centrality)이 되는 것이다. 즉, 획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물질의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통한 행복추구(happiness)이
다. 이는 행복의 원천으로 물질의 획득이나 획득과정이 작용하고, 이를 통해서만 삶의 만족을 경험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성공 여부를 물질의 소유로 판단하는 성향(success)이다. 어떤 물
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의 과도한 물질주의 가치관이 부정정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Diener, Suh, Kim, Biswas 와 Tay(2010)의 연구에서 한국, 미국, 일본, 덴마크, 짐바브웨
총 5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비교분석 하였고, 이 결과 한국인의 행복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의 과도한 물질주의 가치관 때문이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
한 연구 결과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259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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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국적, 성별 등에 상관없이 물질주의는 부적 심리적 안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ttmar et al., 2014). 이처럼 삶에서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면, 여러
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송인숙, 1991), 특히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roughs & Rindfleisch, 2002; Kasser & Ahuvia, 1993).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활력감은 떨어지
고 더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홍기원, 김연우, 2015),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가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했다(김유나, 2015). 또한 물질주의 가치를 줄인 사람은 우울과 같은 정
신병리 증상이 완화되고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연구결과(Kasser, Rosenblum,
Sameroff, Deci, Niemiec, Ryan, & Hawks, 2014)를 미루어 볼 때, 우울을 나타내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물질주의를 제시 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달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 드라마 등에 노출되며 끊임없이 물질주의 가
치를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의 가치 뿐 아니라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함께 강조하여 보게 된다(Felix & Garza, 2012). 이와 함께 Dittmar외(2014)가 연구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메타분석 한 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단순히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만이 아닌, 외적인 이미지와 함께 연구되어야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
고 하였다. 이에 물질주의와 함께 우울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변인으로 외모주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는 TV에서 제시되는 모델이나 연예인을 볼 때, 그들이 입은 값비싼 옷이나
물품과 화려한 장신구와 함께 그들의 완벽한 외모를 함께 접하게 된다. 문화영향이론에 따르면 우리
는 부유한 삶과 완벽한 외모를 동시에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돈과 외모의 가치를 연합
하여 학습하게 된다(Dittmar, 2009). 이처럼 현대사회에 발달된 매체를 통해, 부유한 물질적 가치와
항상 함께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외모 관련 가치이기에, 물질주의 외모주의를 함께 탐색해 볼 필요
성이 제기된다.
외모주의는 외모도구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으로 불리는 외모중시의 가치관으로써, 외모가 사회적
으로 강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성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고 믿으며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
는 것을 뜻한다(이미숙, 2013). 현대사회 대학생들의 외모주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최근
구인구직포탈 ‘알바몬’이 20대 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95.5%가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
는데 동의 한다’고 답했다(아주경제, 2016.1.12). 또한, 많은 20대가 취업, 비즈니스, 결혼 등을 위해
외모를 가꾸고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칠순, 박미란, 2014). 이러한 외모주의는 단순히 외모적 가치추구만이 아니라, 외모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나의 성공, 또는 행복은 외모에 달렸다는 외모 만능적 신념을 갖게
하며(Fredrickson & Roberts, 1997), 외모 중심적 태도는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Froh, Emmons, Card, Bono, & Wilson, 201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외모주의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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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비교
가 더욱 빈번히 비교하게 될 것을 추론 해 볼 수 있는데, 구재선과 서은국(2015)이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불행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국 대학생보다 한국 대학생이 상대적 외
적 가치 추구와, 이로 인한 사회비교 때문에 상대적 불행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물질
주의와 외모주의 같은 외적 가치 추구가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 우울을 유발할 것임
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질, 학력, 외모와 같이 외적조건들은 서열평가가 일어나기 쉬워 비교를 유발하기가 용이해 지는
데(Lyubomirsky & Ross, 1997), 특히 개인은 자신과 관련이 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
역에서 사회비교를 가장 많이 하게 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는 타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Festinger, 1954), 특히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 추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Rahtz, Sirgy, & Meadow, 1988; Richins, et
al., 1992).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과 비교하려는 비교 대상에 따라, 상향비교와 하향비
교를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Festinger, 1954),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도 달라지
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향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비교를 하여, 부정정서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Taylor & Shelley, 1993), 무능감이나 실망감, 낮은 행복감 등을 나타낼 가능
성이 있으며(장은영, 한덕웅, 2004; Alicke, Loschiavo, Zerbst, & Zhang, 1997; Marsh & Parker,
1984; Morse & Gergen, 1970; Wheeler, Martun, & Suls, 1997),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Kulik
& Gump, 1997). 반면, 하향비교는 타인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기에, 자신과 열등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Wills, 1981), 긍정정서를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
(Amoroso & Walters, 1969; Hakmiller, 1996). 이렇게 개인은 사회비교를 할 때, 비교를 행하는
자신의 의도와 대상이 반영되어 사회비교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인다(정지민, 2017; Amoroso et al., 1969). 선행연구에 의하면 물질과 같은 외
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사회비교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지만
(Lyubomirsky et al., 1997), 사회비교이론을 토대로 볼 때, 사회비교가 꼭 일관되게 우울을 야기하
는 것은 아니기에(Festinger, 1954), 사회비교 과정에서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사회비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Fallon & Rozin, 1985),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Kostanski & Gullone, 1998). 즉, 사회비교를 하게 될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낮은 외모만족도를 나타내게 된다(Fardouly & Vartanian,
2015; Hendrickse, Arpan, Clayton, & Ridgway, 2017), 이에 물질주의와 외모주의가 우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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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비교를 통해 외모만족도를 낮추어 우울을 유발할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된 외모만족도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용민, 정상훈, 2011), 특히 낮은 외모만족도는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을 작용하게 된다(Colunga-rodríguez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많
은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외모만족도는 우울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어(김경아,
2003; 김정혜, 박원모, 권선방, 2005; 남궁정은, 2012), 외모만족도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제시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인에게 팽배한 물질주의는 여러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기에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를 알아볼 필요성이 두드러진 변인이지만, 주로 소비자학이나 언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심리
적 변인과의 연구는 적다. 특히 물질주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탓에 소비의 행태가 바뀌며 우
리나라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가치관이기에, 이러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하
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유발하는 한 가지 변수로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물질주의 가치
관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함께 제시하여
물질주의가 우울을 유발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포함한 4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우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도 하며, 외
모를 중시하는 외모주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남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의 부정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우울을 나타낼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것만으로도
타인과 비교를 불러 우울을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가정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로를 추가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경쟁모형2, 경쟁모형3을 제시하고 이
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가치추구가 부정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Kasser &
Ryan, 1993)에 따라 외모주의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외모주의와 우울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나 상관이 낮고,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만 유의하다는 선행연구결과(이승연, 박영숙, 2008)가 있어,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모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만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1로 제
시하였다. 또한 사회비교와 관련하여, 외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비교가 부정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결과(구재선 외, 2015)를 토대로 사회비교와 우울 간의 경로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에서 추가
로 제시하였는데,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경험
하는 정서가 다르다는 연구결과(정지민, 2017; Amoroso et al., 1969)를 보아, 사회비교가 항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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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와 우울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연구모형 2, 연구모형3으로 제시하여 물질주의와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세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
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
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그림 4] 경쟁모형3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해 연구자가 담당교수에게 접촉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수업시간에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함께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
게만 응답하게 하였다. 총 53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하고 총 52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1.6%(218명), 여성 58.4%(30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3.5세였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15.1%(79명), 2학년 19.5%(102명),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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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4명), 4학년 45.6%(239명)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사회과학계열이 29.5%(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9.5%(102명), 상경계열 12.6%(66명)이 그 뒤를 이뤘다.

2. 측정도구
1) 물질주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 외(1992)가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
(Material Values Scale : MVS)를 유지혜, 설경옥(2018)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물질
주의 가치 척도(Korean version of Material Values Scale : K-MV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공
판단(5문항, 예: 물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유중심(6문항, 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행복추구(4문항, 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의 총합
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혜 외(2018)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타당화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공판단 .76, 소유중심 .73, 행복추구 .70,
전체 .87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공판단 .75, 소유중심, .74, 행복추구 .60, 전체 .85로 나
타났다.

2) 외모주의
본 연구에서는 외모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2010)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외
모도구성척도(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SI-A)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이성관계(7문항, 예: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다.), 사회적 성취(6
문항, 예: 외모가 매력적이면 사회적으로 능력 있어 보인다.), 대인관계(6문항, 사람들은 외모가 매
력적인 사람의 실수에 좀 더 관대하다.) 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외모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김완석 외(2010)의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이성관계 .86,
사회성취 .85, 대인관계 .81 전체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91, 사회적 성취 .91,
대인관계 .90, 전체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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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비교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과 관련된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Tiggemann과 McGill(2004)이 개
발한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와, Thompson,
Heinberg와

Tantleff-Dunn(1991)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를 손은정(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외적 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 이 두 척도를 통합하여 한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류애리, 송원
영, 2013; 오문영, 2016; 이지연, 김혜원, 201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한 변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SACS는 5문항이며,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들이 몸에 붙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런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비교한다.” 등이 있고, PACS 또한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과체중인지 체중미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몸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한편, SACS척도의 문항 중 한국인 문화에 맞지 않는 문항이나, 여성
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은 심리학과 교수 1인과 상담심리 전공자 3명이 함께 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문지윤(2019)의 연구에서는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65, 신체외모에 대한 비교 .84, 전체 .85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79,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63,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4) 외모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 Andrews, Balfour, & Bucholz(1997)이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이정숙(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나는 현재 나의 몸무게가 아주 마음에 든다’ 문항과,
‘나는 현재 내 몸무게에 만족 한다’ 문항의 내용이 유사하여 ‘나는 현재 나의 몸무게가 아주 마음에
든다.’의 문항을 삭제하였고, 최종적으로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예: 나
는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좋아한다.)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이 필요한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낮
을수록 신체불만족을 나타낸다. 문지윤(20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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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기존의 타당화가 이루어진 우울척도들(예, BDI, SDS,
MMPI-D)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어판 CES-D척
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용이하게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기에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 주간 느꼈던 우울증상에 대한 질문(20문항, 예: “평
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 1일
이하(0점)’ 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5-7일(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겸구 외(2001)의 연
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기초통계
량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1.0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고, 측정변수는 각 잠재변인의 하위변인을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하위요인이 없는 척도에 대하여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요인부하량 크기를 고려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
하였고, 3묶음으로 문항 묶음을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후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²값 외에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홍세희, 2000),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한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함께 직접·간접효과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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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out, Bolger, 2002)을 실시하여 각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AMOS에서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할 경우, 기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론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만 확인할 수
있고, 매개변수 각각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첩된 경로
가 존재하기에, 홍세희(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한 후 부트
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연구의 원
자료(N=524)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Shrout 외(2002)의 제안에 따르면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각 변인 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 분산,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계수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자료의 왜도와 첨도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Finch
& West, 199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외모주의(r=.40,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물질주의와 사회비교
도 상관이 높았다(r=.35, p<.01). 또한 물질주의와 외모만족도(r=-.13, p<.01)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
며, 물질주의와 우울(r=.21 p<.01)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외모주의와 사회비교(r=.32, p<.01)
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외모주의와 외모만족도는 (r=-.07, p>.05)로 유의하지 않았고, 외모주
의와 우울은 (r=.12, p<.01)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어 사회비교는 외모만족도(r=-.34, p<.01)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사회비교와 우울(r=.27, p<.01) 또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모
만족도와 우울(r=-.50,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 총 5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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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χ²가 129.019 (df=67, p<.001), CFI는 .984, TLI는
.979, RMSEA는 .042(90% 신뢰구간 .031~.053)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좋은 수준
으로 평가된다.
또한 측정모형의 타당함을 보이기 위한 구인 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로 이루어져 있는
데, 수렴타당도의 경우 절대값 크기가 .70이상이면 타당도가 매우 우수하고, 최소 .4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 본 연구의 측정모형 요인 부하량
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66~.83, 외모주의 .70~.88, 사회비교 .75~.86, 외모만족도 .75~.89, 우울
.87~.92로 나타나 측정 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적절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최솟값이 .16이고, 최댓값이 .56이므로 잠재변수 간
상관이 .90이하인 경우 수용가능하다는 기준(Hair et al., 1998)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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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자료와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
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가
129.966 (df=69, p<.001), CFI=.985, TLI=.980, RMSEA=.041(90% 신뢰구간 .030~.05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함을 나타냈다. 이어 경쟁모형 1의 적합도는 χ²가 130.009 (df=70, p<.001),
CFI=.985, TLI=.980,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함을 나
타냈다. 경쟁모형2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가 129.989 (df=70, p<.001), CFI=.985, TLI=.980,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수준임을 나타내었으며, 경쟁
모형3의 적합도 또한 χ²가 130.052 (df=71, p<.001), CFI=.985, TLI=.981,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나타나 4가지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중 최종모형 도출을 위해 χ²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경쟁모
형들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χ²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의 χ²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²의 차이 값은 0.043으로 나타나 경쟁
모형1이 연구모형 보다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모형2와 경쟁모형3의 χ²검증
을 실시한 결과, χ²의 차이 값이 0.073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쟁모형3이 경쟁모형2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3의 χ²검증 결과 차이값이 0.043으로 χ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3을 최종모형으
로 채택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χ²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29.966

69

.000

.985

.980

.041
(.030~.052)

경쟁모형1

130.009

70

.000

.985

.980

.040
(.029~.051)

경쟁모형2

129.989

70

.000

.985

.980

.040
(.029~.051)

경쟁모형3

130.052

71

.000

.985

.981

.040
(.02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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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모형 검증
최종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비표준화 모수 추정치와 표준화
된 모수 추정치, 각 경로계수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표 3>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을 때, 물질주의에서 외모주의로 가는 경로(β=.49, p<.001), 물질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13, p<.01), 외모주의에서 사회비교로 가는 경로(β=.24, p<.001), 사회비교에
서 외모만족도로 가는 경로(β= -.46, p<.001), 외모만족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 -.54,

p<.001) 물질주의에서 사회비교로 가는 경로(β=.35, p<.001)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표준화 계수

물질주의 → 외모주의

.80

.09

8.73***

.49

외모주의 → 사회비교

.24

.06

3.98***

.24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36

.04

-8.8***

-.46

외모만족도 → 우울

-.54

.04

-11.8***

-.54

물질주의 → 사회비교

.57

.10

5.53***

.35

물질주의 → 우울

.16

.06

2.8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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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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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개효과 검증
AMOS에서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할 경우,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론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만 확
인할 수 있고, 매개변수 각각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세희(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최종 다중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해 팬텀변수를 이용하
여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 4>의 개별 간접효과를 보면 물질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를 거쳐 우울로 가는 매개경로의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11, p<.01, Bias-corrected CI
=.07~.11). 이는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사회비교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외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려
우울을 발생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물질주의가 외모주
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의 경로를 통해 우울로 미치는 영향이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값
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β=.04, p<.01, Bias-corrected CI
=.02~.07), 이 두 경로 모두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Phantom 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물질주의 →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 우울

.11**
(.07 ~ .17)

물질주의 → 외모주의 →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 우울

.04**
(.0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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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의 역할을 규명하고, 대학생의 우울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비싼 물질을 소유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연구결과(정혜숙, 2016)와 일치하고,
물질주의를 중시하는 개인은 외모와 관련된 가치 또한 중시할 가능성이 높아 외적 드러나는 부분에

1054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Felix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
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는 것에 대해 내적인 욕망 때문만이 아닌, 타인과 비
교를 통해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러한 사회비교가 개인의 외모만족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선행연구결과(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Heinberg & Thompson, 1992; Stormer & Thompson, 1996)와도 일치한다. 또한
홍기원 외(2015)의 대학생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활력감을 나타내고 깊은 우울증을 보
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약화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나
타낸다.
둘째, 물질주의가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물질주의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외
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의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있어 먼저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Burroughs et al., 2002; Kasser et al., 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며, 이와
함께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적인 영향보다 매개변인이 존재하여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선행연구들(Mueller, Mitchell, Peterson, Faber, Steffen, Crosby, & Claes, 2011)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나, 소비를 많이 하는 등의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식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주의 가치관이 외모주의의 가치관에도 영향
을 미치고, 이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게 만들어 자신의 외모에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
어 외모만족도를 떨어뜨려 심리적 영역인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질의 소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물질의 소유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감을 더욱 가중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적 중시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요소 또한 중시하여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자신의 만족감이 아닌 타인
과의 비교를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소유로 인한 만족감이 들어야할 물질주의가 오히려 낮은 외모
만족도를 야기해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는 물질주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셋째,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우울과 상관이 있었고, 물질주의는 사회비교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사회비교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사회비교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회비교를 하더라도 우울을 유발하진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또
한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주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와 외모주
의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외모중심의 가치관을 지녔다고 해서 꼭 우울로 이어지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를 이중매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경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우울을 유발하
게 되지만, 외모중심의 가치관은 꼭 우울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과 외모와 같은 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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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가치관에는 사회비교와 부정적 외모만족도가 있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질
주의와 외모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가 작용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비교만으로는 우울을 야기하지 않고, 사회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외모만족도를 만들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일 때, 이들이 호소하는 우울감에 외모
주의와 사회비교가 있고, 그러한 타인과의 비교하는 관점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면만 더 크게 비
추는 자기 비난적 관점으로 이동되어 외모를 불만족스럽게 하고 더욱 우울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려
주어, 사회비교의 부정적인 역할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력하면 좋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
한 물질주의가 대학생의 우울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비자학이나 언론학에서 집중되어 왔으며, 상담심
리학 분야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연구를 보였다. 해외의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정적 관
계에 여러 연구결과를 나타냈지만(Burroughs et al, 2002; Mueller et al., 2011),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탐색은 많이 이루어 진 바가 없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질
주의와 우울의 관련성 관한 연구는 정혜숙(2016)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에
서 사회비교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 이외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
가 강한 물질주의 때문(Diener et al., 2010)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는 드물기에,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로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지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물질주의를 약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
을 시사하였다. 특히 어려운 취업환경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인생의 성공을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등의 가치관을 제시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는 어려운
취업환경과 맞물려 대학생들이 높은 연봉에 대한 열망, 부유함에 대한 선망 등을 갖기 쉬운데, 이에
대한 기저에 교육에서부터 취업의 성패를 나눌 때 연봉중심, 기업 규모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진 않
은지 생각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에 교육적 개입을 통해 지나친 물질이나 돈 중심의 가치관이
오히려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방해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물질적 가치 추구뿐만
아닌 내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즉,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개입의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같은 겉으로 탐색 가능한 외적인 부분과, 주 호소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상담적 개입의 자료로 의의가 있다. 접수면접을 포함한 초기 상담
장면은 내담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에, 이를 토대로 초기 상담 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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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 탐색 시, 내담자의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
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는 물질주의 연구에서 고려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은
지방 지역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나 명품과 같은 요소를 접하기 쉬울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물질주의나 외모주의는 대학생뿐만 청소년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기에, 미디어나 매체를 중심으로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유함과 같은 물질적 가치와 아름다움 등의 외모적
가치를 보고 자라면, 그와 관련한 가치를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재화 할 수 있다(김완석, 유연
재, 권지현, 2009).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영향을 나타낸다. 지금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새
로운 매체의 수용도와 적응도가 빠르며, 그 만큼 시각적인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미디어 매체가 유발하는 심리적 부작용을 중점으로 정신건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 중심의 사회비교 측정을 위해 외모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비
교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외적 요인을 비교할 때 외모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 브랜드
등의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많은 것을 비교하기에, 좀 더 외적으로 풍성한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 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외적 가치 중시 현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고, 개인이 가진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타인과 비교를 유발하기가 쉬우므
로(Kruglanski & Mayseless, 1990), 한국인에 맞는 외적 요인 비교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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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of Materialism, Lookism, Social Comparis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1)2)3)

Choi, Byeong-seop**
Lee, Jee-yon***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college students' depressi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predicted that values based on pervasive materialism in Korea would contribute to cause of
depression.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24 college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materialism was
affirmatively correlated with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while showing negative
correlation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Second, materialism had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by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order of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Materialism also affected social comparison, dual mediating appearance satisfaction
to cause depression. Negative effect of materialism in Korea wa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al approach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was necessary on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closing, the limitations and
the follow-up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Materialism, Lookism, Social Comparison, Appearance Satisfac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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