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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우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원종욱 지도교수님
께 더 없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찮으신 와중에도 좋은
논문을 위해 애써주신 장세진 교수님,특히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이선희 교수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대학원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항상 뒤에
서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신 노재훈 교수님,김치년 교수님,또한 대
학원 생활동안 지치고 힘들 때 많은 조언으로 힘을 주신 지선하 교수님,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백존엽 선배님과 송어진 선배님,김혜
정 선배님,김홍식 선배님,노삼식 선배님,이은희 선배님과 오현숙 선생님
더불어 여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또한,저와
함께했던 동기들 현정,효순,미경,윤영,정아언니에게 모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
는 이정복 교수님,늘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이유득 원장님,대학원을 무사
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셨던 양동윤 원장님과 서창식 원장님께 이 지
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저에게 늘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
던 한영숙 교수님,장미혜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논문을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예숙,효영,선영,선미언니,호진이,
미국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Andy와 선미,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희정이와 지현이 그리고 대전에서 힘을 주었던 미순이와 미선이,오래된
친구인 혜순,선희,경화,은옥이 무엇보다 잘 할수 있다고 파이팅 해주셨



던 전원하 선생님,말없이 지켜보셨던 곽승탁 선생님,많이 귀찮게 해드렸
던 김기량 선생님과 조수진 선생님,수민이,민자,연주,순애,그리고 친동
생 같은 윤경씨와 규정언니 모두에게 그 동안 소홀했다는 점 미안하다는
말 전하며,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합니다.또한 논문 힘들 때 마다 옆
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 류학수 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족한 본인을 아껴주시는 천안연암대학 구자경 이사장님,서경덕 학장님
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스승님이시자 부모님과 같은 보살핌으로 이끌어주신 천
안연암대학의 김계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왕혜자 교수님과 뷰티아트과 학생들,예빈 뷰티샵 의 오영석
실장님과 김명환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더불어 지금 내 옆에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는 윤성환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어 주시고,의지가 되어주신 어머님과 오빠,언니
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대학원 생활 중 하늘나라
로 먼저가신 아버님께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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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생활수준의 향상과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의 요소로까지 적극
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상에 대한 불만은 자기존중감
과 사회생활의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취업 등 사회활
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 중에는 미용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개선
시키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동기 및 서비스 구매과정
과 수술의 긍정적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2개 의원에서 수술을 결

정한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조사대상자 110명 전원에 대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과 수술 시기 및
동기에 관한 20문항,신체상 10문항,자기존중감 21문항으로 관련사항을 5
점 척도로 조사하였고,수술후 1개월 뒤에 다시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을 조
사하여 전후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은 대부분

본인으로 나타났으며,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는 응답자의 대부분(77.3%)이
내 모습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방흡입수술을 한 경우로 나타났다.‘일에 있
어 자신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2.7%가 ‘그렇다’,30.0%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심리적 안정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75.5%가 ‘그렇다’,20.9%
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둘째,지방흡입술 전후로 자기존중감 변화를 비교한 결과,수술전(3.7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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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술후(4.12)가 향상되었고,신체상 변화도 수술후(3.16)가 수술전(2.83)
보다 높았으며,각 세부항목 모두 수술전 보다는 수술후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수술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긍정적인 성
격을 가졌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수술동기가 자신스스로 느끼는 불만인
경우가 주위의 권유에 의한 경우보다 향상되었다.또한 수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좋을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 수술만족도와 재이용의사,
추천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흡입술이 자기존중감이나 신체상에 대한 인식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긍정적 효
과는 수술에 대한 자신의 동기가 분명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닐수록,주
위의 지지하에서 실시 할수록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
서 자신감 부족이나 외모불만으로 지방흡입술을 고려하는 경우,이러한 특
성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상담과 심리적 중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자아존중감,신체상,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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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 질까?”하는 의문은 모든 인
간들의 가장 큰 관심 거리 중의 하나이다.인간의 외형이 각 개인에게 주
는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자존감,인간관계,
행동양식등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선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통
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그러한 성공의 조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에 대한 욕구와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용성형수술의 빈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1990년대 고
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장충현 등,1993)미용성형수술 경
험률이 3.1%임을 보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그 비율이 14.1%로 크게 증가
하는 등(김주현,2002)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러
한 경향은 남ㆍ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남성보
다는 여성이 신체적 매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Franzoi,등,
1984)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보다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얼굴성형에서 90년대 이후로는 비만인구가 증가하면서
체형성형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모가 개인

의 생활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이는
여러 연구문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간
주되는 사람들은 교육,취업,의료행위,법적 절차,배우자의 선택 등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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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실제적 상황에서 우선적인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고 보고되었다.(Bull&
Rumsey,1988;Hatfield& Sprecher,1986)또한 각 개인의 신체상,주체
성,자신감,사회화정도가 외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Belfer,등,1982;Sarwer,등,1998;Coin와 Ress,1991).
이러한 미용성형 수술의 증가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인간의 외모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표
시하는 기호로 조작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임인숙,2001).따라서 미용성형 수술은 더 이상 소수의 외모지상주의자만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화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현상과 소비자 행태를 이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소비자 행태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보면,주로

성형외과 중심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지도나 정신적 측면에 대한 연구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방사익 등,2001;이경노와 장충현;1993;이진호,
등 1983).그러나 최근 미용성형 수술 중 주요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체
형 성형술로서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미하며,더더욱 지방흡
입수술이 환자의 심리적,사회적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또한 기존의 미용성형수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
술연구나 단일변량 연구에 그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관련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구명해낼 필요가 있다.아울러 진료효과에 대한
지표역시 신체상이나 자기존중감 외에 만족도나 사회심리적 적응력 향상
등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함으로써 미용성형수술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한 유형으로서,지방흡입수술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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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편익을 평가해보기 위해 수술전 후의 만족도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는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
으로 수술전 후의 신체상 인식 및 자기존중감의 변화,사회심리적 상태의
향상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한편,진료효과로서 수술후 만족도와 재구매 및
추천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방흡입수술이 개인의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그 외 사회심리적 안정감을 향상 시켰는지를 분석하
고,수술후 만족도를 평가해보고자 한다.이를 위한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동기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심리적 편익지표로서 신체상,자아존중감,

사회심리적 안정감이 수술후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며,이러한 변화가 인
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수술동기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
는지를 분석한다.
셋째,지방흡입수술에 대한 결과지표로서 수술후 만족도와 재구매 및

추천의사를 분석하며,이러한 결과지표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수술
동기,수술의사결정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지방흡입수술 환자의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수준 그리고

수술후 만족도 및 재구매,추천의사와 관련된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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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미용성형수술의 개념과 동향

가.미(美)
미는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고,생각을 사로잡으며,감정의 불꽃을 피

우지만 외적인 모습과 상상의 균형 잡힌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외모는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이상적인 미는 인간의 내부
적 상상을 통해서 형성되며,이의 표현이 사회적 상호과정을 통해서 표출된다
(박찬석,2001).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적당한 합의점을 발견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한

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내적 평균치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성형수술의 결과인데 미국의 안
면성형외과협회(AmericanAcademyFacialPlasticandReconstructiveSurgery)
에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형수술시 선호하는 얼굴을 발표했
는데 50년대의 크고 진한 쌍거풀이 유행이었지만 70년대를 지나 90년대에는 점
차 작은 쌍꺼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미의 추구와 내적인 아름다움의 강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추구

되는 외형적인 미의 갈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미를 발전시
키는데 많은 노력을 강구하였다.이러한 미의 끊임없는 추구는 결국 몸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또한 현대인의 미에 대한 관심은 산업적으로 성
형수술의 확장을 가져왔다.특히,아름다움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능
력이나 사회적 자본(Socialcapital)의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성
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고 있다.또한 성형수술이 단지 자기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면접 등 원활한 사회활동 즉.자신의 가치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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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나.미용성형수술의 개념과 동향
성형수술은 크게 재건성형(Plasticsurgery)과 미용성형(Aestheticsurgery)

으로 나눠 볼 수 있다.재건성형수술은 사고나 재해로 인한 이상과 기형을
복원하는 것이고,미용성형수술은 본래의 신체모습을 더욱 더 아름답게 하
기 위한 것이다.재건성형수술의 경우,손상된 신체 부위의 정상적인 기능
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과적 치료이지만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에 비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
한 판단은 재건성형수술에 비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따
라서 미용성형수술은 재건성형수술의 경우보다 개개인 환자들의 의사결정
이나 주관적 의지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박연옥,2003).
미용성형수술은 재건수술방법의 발달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뒤늦게 발달된 분야이다.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과 감추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노화현상을 늦추어 보려는 마음에
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미용성형수술이 발달하
게 되었다.미용성형수술의 대상은 쌍꺼풀 수술에서부터 코의 성형,얼굴
및 목의 주름살 제거술,안면 윤곽교정술,유두 및 유방성형술,지방흡입술
을 포함한 비만성형술,화학적 및 기계적 박피술,미새경수술과 레이저 수
술 등 매우 다양하다(이영호,1993,이경숙,2003,재인용)
미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개인의 자신감 및 내적자신감

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0대 청소년들
의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도시 근교 지역의 한 고등학교
의 학급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응답자의 2/3은 성형수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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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1/3은 자신이 성형수술을 받기 원했다(Pearl,2003).
국내의 상황을 보면 최백화(2003)는 서울시내 6개 고교 남ㆍ여 고교생

680명(남 293,여 387)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생 중 8%는 성형수술을 경험하였으며,이들 가운데 여학생(66%)
이 남학생(32.1%)보다 2배 이상 많았다.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2ㆍ3학년
(79.2%)이 1학년(20.8%)보다 성형수술을 경험한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
으로 집계되었다(한국일보,2003).또한 우리 사회의 13-43세 여성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78%는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
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외모 가꾸기에
하루 평균 53분을 투자하며,거울은 평균 8.3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
히,25-34세의 여성들은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
헬스,피부관리,성형수술,다이어트 등을 통한 미모 관리에 가장 치중하는
것으로 조사됐고,35-43세의 중년 여성들은 외모를 부의 상징,사회적 지
위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일보,
2002).

다.비만인구의 증가와 지방흡입수술 동향
BMI는 자신의 현재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나온 수치로서 체

질량 지수(BodyMassIndex)라고도 하며,체지방 상태와 관련을 가지므
로 비만도를 평가하는 간편한 수치로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성인여성의
25.2kg/㎡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한다(대한 비만학회,1995).비만은 그 자
체만으로도 ‘병’이라고 볼 수 있으며,또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요즘 현대인의 경우 교통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다양한 스트레스,또한 고
영양의 식사로 인해 비만인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의 가치를 중시하고 상품화하는 이 시대에 비만은 건강상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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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타인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쉬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이에 약물요법을 비롯하여 한방요법,
식이요법,한증요법,물리요법,심지어 지방흡입술 등 많은 비만 치료술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는 비만은 한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사회적
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나친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만 아동들은 표준체중 아동들보다 자아 존중감
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조선화,1988),비만 소녀는 심각한 우울감,낮은
자존감,소외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Held와 Snow,
1972).이에,자구책으로 비만을 해결 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다시 살이 찌는 요요를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비만증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만증의 결과로서 열등감,우울증 등의 여러 심리적 장애가 나타난다(배
도호등,1991)대인관계의 유인력으로서 신체적 매력은 매우 큰 비중을 차
지한다.오늘날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을 화장품구입이나 의상,미용실,심
한 경우 성형수술에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체적 매력이 이 사회생활
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특히 날씬함이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현대에서 몸집이 뚱뚱한 사람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체중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럼을 느낀다(이현수,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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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 및 실증 연구동향

가.신체상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체를 가지고 살며 신체는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개인의 부분이므로 신체상의 개념은 자기개
념의 중심이 된다.즉,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이며 인간
이 생물,심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관련되는
기초적 자기개념이다(조명옥,1985).Stuart(1979)는 신체상에 대해 신체의
겉모습,신체내부,신체형태 뿐 아니라 신체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 자기 자
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의식적,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으로 정의한 바 있으
며,정감희(1988)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사고,모습,태도,애착 등을 포함
한 신체 외모를 인지한 혼합체라고 하였고,Kolb(1959)는 신체의 겉모습,
내부,형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태도,성격의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Shontz(1977)는 신체상을 신체모습에 대한 정신적 형상으로 정의하였으

며,특정 감각이 신체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관계,환경과의
관계 및 시간적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이 신체상을 통해 호기심,감정,
사회와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의무감까지 표현한다고 한 바 있다.이를 종
합해 보면,신체상이란 개인의 마음에 비추어진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방법인데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신유정(1993)의 연
구에서는 신체상이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인
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제언한 바 있으며,
조명옥(1985)도 신체상의 개념을 간호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론
적,치료적 개념으로 이용되는 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외모,특히 외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서 신체상은 성

형수술 환자들의 공통적 관심사이다.성형수술 환자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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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징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다(Sarwer등,1998).미
용성형수술 환자들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불만족할 때 성형수술을 추구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체상은 미용성형수술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Sarwer등,1998)
최근에는 신체상을 발달적,지각적,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되며

(Heinberg,1996),신체에 대한 사고,행동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
으로 보고 있다(Sarweretal.,1998a).Thompson(1990)은 신체상이 3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지각적인 부분,둘째
는 주관적인 자기신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마지막으로 개인 행동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단계에 따른 신체상의 이해를 살펴보면 출생시에는 자신의 신체상

을 지니지 않지만 유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을 받아 신체상이 형성되기
시작하며,사회적 환경이 확장되는 학령기가 되면서 생식기가 성장함에 따
라 성별에 따른 해부학적 차이를 발견한다.청년기의 신체상은 자기개념
형성,성공,원만한 사회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성인초기는 신
체성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며 주로 이성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신체
의 가치,태도,이용에 관해 배우며 직장 동료들 간의 친교를 통해 서로의
자아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관심을 확인한다.중년기에는 육체적,정
신적으로 변화가 계속되는데 신체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속도로 노쇠해 가
므로 신체상은 수정되어가며,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생
활유형과 자기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Stuart,1979;이경희,1992).또
한 Shilder(1950)는 신체상이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데,유아기에 시작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변화하며,중년기에 상대적으로 고정된다고 하
였다(Pertschuk,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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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

Stuart(1983)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행동이 이상적 자기에 얼마나 일
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기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였으
며,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
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으로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
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자아존중감이라 정의하였고 그후 Coopersmith(1968)
는 자신의 능력,중요성,성공여부 등 자신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가치성의
평가 또는 판단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성형수술을 하는 환자들
에게 자아존중감은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Napoleon 과
Lewis(1989)는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이 자신의 외모로부터 자아존중감의 상당
한 부분을 얻는다고 했고,Edgerton과 Langman(1982)는 자아존중감이 떨어
졌을 때 신체적 외형의 수술적인 변화를 찾는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self)와 타인(other)의 두 근원에서 유래되는데 측정

영역에서의 성공여부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Shruger,1972).
즉,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형성되므로 아동이 부모의
평가를 수용하면서부터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환경에 대한 탐
구,독립에 대한 욕구,부모에 대한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
로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된다.학령기가 되면 타인과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경험은 또한 사춘기의 어려운 과업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자아존중감은 청소년에 가장 위협을 받지
만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변화되며,성인기가 되면 자기개념이 안정되면서
보다 분명해지고 현실적이 되며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게 된다.노년기에는 폐경,은퇴,배우자 사망,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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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 등으로 자기존중 문제는 다시 일어난다(Stuart,1983).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불만이 낮고 대
인관계가 원만하며 질병에 대한 지각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친구들
의지지,사회활동에의 참여 등은 높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이경희,
1991).

다.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에 대한 실증 연구동향
신체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mith(1982)는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그
개인의 성격을 들고 있는데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신경증
적 혹은 조을증적 성격의 사람보다 휠씬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둘
째로,가족이나 친구의 태도 및 반응으로 신체상의 손상,변화에 대한 가족
친구의 반응 및 이해의 정도는 환자가 그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라 하였다.셋째로,변화가 발생한 연령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든 사람보다 적응력이 빠르다고 한다.넷째로 ‘변화’즉 신체상의 손상
이 남의 눈에 보이느냐의 여부로써,등이나 다리 등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비해 손이나 얼굴 등에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
고 한다.마지막으로 다섯째,신체상의 변화가 그 사람의 생활 형태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로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기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
고,여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Wassner(1982)는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써 다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첫째,그 사람의 성격,성(sex),연
령,사회문화적 배경,신념,가치관을 들고 있고,둘째로는 변화에의 내용
및 속도,셋째는 관련된 의료팀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Flanary(1983)는



- 12 -

미용성형을 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회적인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늘리며 이혼등과 같은 중요한 인생의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자들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유방축소수술을 요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Guthrie등(1998)의 연구

에서 수술전 환자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신체상과 더불어 자아
존중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또한 Goin등(1980)과 Goin과 Ress(1991)
의 연구에서는 성형수술 이후 환자들의 낮았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이 연구에서 밝혀주는 의미적인 내용은 수술전에 가
졌던 불안 상태와 수술후 우울증과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자신
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에게서 우울증이 더욱 심하였다
고 하였다.또한 Jourard와 Secord(1955)는 신체만족과 자기만족 사이에 가
장 큰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변금순(1998,

1999)은 미용 수술후 신체상의 만족도와 정신건강 상태가 호전 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며,백숙희(1998)는 성형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대
한 비교연구에서 수술후 신체상이 높아졌으며,신체상이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확인하였다.자궁적출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금희(1988)
의 연구에서는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김봉숙(1987)의 연구에서는 노화의 증가에 따라 신체상은 낮게
나타났다.이경희(1992)의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대상으로,신유경
(1993)은 성형수술 전후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아존중
감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진 대상자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하였다.마지막으로 임소연(2000)의 연구를 살펴보
면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미용성형수술 환자들과 일반대상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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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이를 바탕으로 최근
늘어가고 있는 미용성형수술환자의 증가에 따라 미용성형수술 대상자들의
간호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통
하여 긍정적인 신체상과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
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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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내 선행연구

논문제목
ㆍ저자ㆍ발행연도 연구 목적 연구 결과

여성 미용행태에 관한 연구
이미희

ㆍ성형수술에 대한 욕구도
분석

ㆍ피부성형 주름제거성형
눈성형 지방성형

순으로 조사됨

미용성형수술의 실태 및
심리적 특성 심주현

ㆍ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편감

해소

ㆍ성형수술을 통한 심리적 효과에 초
점을 두기 보다 심리적 안정을 우선
시 함

일부 지역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연구
이경숙

ㆍ자아존중감과 신체상 관계
파악

ㆍ미용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들
은 성형 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
존중감과 신체상을 향상시키려고 하
는 특성을 지고 있음 따라서 미용성
형환자의 면담 처치 및 수술 후 간
호 관리에 대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
질 것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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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ㆍ저자ㆍ발행연도 연구 목적 연구 결과

미용성형수술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은희

ㆍ내원환자의 병원선택요인
ㆍ재이용의사 타인권유
의사에 미치는 영향

ㆍ의료기관 종사자의 충분한 친절서
비스 제공 필요

ㆍ환자들의 불편함 해소 제시 예약제
도 강화 신속한 업무처리등

일부 지역 여성의
미용성형수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연구 이경숙

ㆍ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관계파악

ㆍ환자들은 미용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 존감감과 신체상을 향
상시키려고 함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최백화

ㆍ성형수술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ㆍ결정요인으로 성별 학년 계열 성
적 자아존중감 등임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인지도 연구 김미란 ㆍ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

ㆍ수술 필요성 및 긍정도

ㆍ전공에 따라 외모의 중요성에 차이
발견

ㆍ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술의 필
요성 인식하고 있음

직장여성의 외적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조기면

ㆍ직장여성의 이미지 메이킹
인식 정도

ㆍ본인의 신체에 대한 외적만족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수술
전ㆍ후 신체상 및 삶의
만족도 하정희

ㆍ수술 전ㆍ후 신체상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 파악

ㆍ미용성형수술을 통해 신체상ㆍ삶의
만족도 향상

미용성형 수술이 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변금순

ㆍ미용성형수술 전ㆍ후의
정신건강 상태 변화 평가

ㆍ수술후 정신건강상태는 긍정적으로
변화

ㆍ수술후 신체 만족도 향상

성형수술 전ㆍ후 신체상 및 자
아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 백
숙희

ㆍ수술전ㆍ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비교

ㆍ수술후 신체상ㆍ자아존중감 향상
ㆍ신체상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 높음

부산지역 일부 여성들의 성형
수술 시술 실태 및 신체상과 자
아존중감 염경숙

ㆍ수술군과 비수술군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비교

ㆍ신체상은 비수술군이 약간 높았음
ㆍ자아존중감은 수술군이 약간 높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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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ㆍ저자ㆍ발행연도 연구 목적 연구 결과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
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
한 연구 이경희

ㆍ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파악

ㆍ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신
체상에서 신체기능면보다는 신체외모
에 대하여 부정적인 신체상을 나타내
었고 자기존중감은 대상자의
가 평균이하의 낮은 자기존중감을 나
타내었음을 확인

성형수술환자의 수술전ㆍ후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 신유정

ㆍ수술전ㆍ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의 비교 분석

ㆍ성형수술을 원하는 대상자들의 성형
수술전의 신체상과 자기 존중감은
성형수술후의 신체상과 자기 종중
감보다 부정적 신체상 낮은 자기
존중감을 나타내었고 성형수술을
원하는 대상자의 신체상과 자기 존
중감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으며 수술전보다 수술후에 그 상관
관계 정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수
있었음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임소연

ㆍ성형환자와 일반대상자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비교

ㆍ수술환자가 일반대상자보다 신체상
이 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ㆍ일반인이 수술환자보다 자아존중감
이 미약하나마 높게 나타났음

ㆍ신체상과 자아존중감간에는 미용성
형수술 환자들과 일반대상자의 경
우 모두 신체상이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 역시 높게 나타났음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박찬석

ㆍ성형수술에 대한 개인적
변수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 파악

ㆍ여학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
감이 없을수록 일반화된 성형에는
더욱 긍정적

ㆍ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성형에 대
한 관심이 높을수록 교정적 미용성
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음

ㆍ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성형수수에
대한 관심도가 성형수술에 대한 태
도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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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연구의 틀

이 연구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전후로,수술이
주는 긍정적 편익중 신체상,자기존중감을 비교분석하여 이들 인식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한편,진료효과로서 수술후 만족도와
재구매,추천의사 등을 비교하였다.또한 이들 효과지표들과 관련된 요인들
로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직업,종교,
교육정도,결혼상태 등)과 기존 연구들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가
족 및 친구의 지지,개인성격,수술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변수들과 신체
상,자기존중감 및 진료효과 지표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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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배경

이론적배경및
선행연구고찰

연구모형의설계

설문조사

연구결과

분석방법

결론및제언

지방흡입술의긍정적편익평가

미, 성형수술, 신체상, 자아존중감, 선행연구

지방흡입수술전후신체상, 자아존중감, 만족도측정

- 수술전후신체상, 자아존중감변화
- 수술후만족도, 재이용, 추천의사

빈도분석, 대응표본T 검증, 회귀분석

신체상, 자아존중감의변화

그림 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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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2개 의원에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수
술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 중 상담 후 수술을 결심한 환자 전체 110명을 연
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모두 동의하여 연구에 참여 하였다.자료수집은
수술 전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수술전 설문지와 수
술후 설문지로 구분하였다.수술전 설문지는 수술을 위해 내원한 시점에서
실시하였고,수술후 설문지는 동일한 대상에게 수술후 30일 지난후 병원에
내원 하였을때 실시하였다.

3.조사내용

가.변수의 정의
이 연구에서 주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기존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다면적 설문도구를 그대
로 인용하였으며 각 변수별 정의와 도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상 (BodyImage):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의식적▪무의
식적 태도의 총합을 의미하며,개인이 자신의 신체구조,기능,외모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느낌에 대해 갖게 되는 개인 내적인 경험으로 정의한다
(Stuart,1983).신체상에 대한 측정은 Cash(1990)의 다면적 신체-자신관계
질문지(MBSRQ:MultidimensionalBody-SelfRelationsQuestionnaire)를
지태옥(1997)이 번안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세부적으로는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신체에 대한 관심
과 노력정도,내 신체에 대한 외부의 인식 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에 첨부된 설문지 참조).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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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Alpha값이 신체상은 0.8587이었으며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자기 존중감 (Self-Esteem):자신의 능력,성공여부,중요성 등 자신
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에 잘 부합했
는가를 분석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인
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Stuart,1983).이에 대한 측정은 Rosenberg(1962)
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였다.세부 내용으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긍지,능력에 대한 믿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들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측정도구의 신
뢰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Cronbach'sAlpha값이 0.7105이었으며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③ 만족도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이란 고객이 구매상황에서

제공한 그의 희생이 적절히 보상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최병룡,1991).또한 사전 기대가치에 비교된 실제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된다(고재건,1999)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들은 만족 하든가 불만족 할 것이다.많은 연구결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들은 인구통계적 변수,개인적 변수,기대 등과 같은 요인들로 나
타난다(Robert,1980)

나.설문조사
위에서 기술한 종속변수들을 포함하여 전체 설문지는 수술전 과 수술후

로써 2가지로 분류하였다.지방흡입 수술전.후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구
성하였다.첫 번째 부분은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았
다.수술전 설문지는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시기,이유,주위 반응등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13문항으로 구성을 하였으며,수술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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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에 대한 만족,불편사항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두 번째 부분은 수술전후 설문의 공통사항으로 신체상ㆍ자아
존중감을 31문항으로 하여 구성하였다.세 번째 부분은 수술전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으로,수술후 설문지는 수술전과 비교하여 본인의 심
리상태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써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주요 변수
들의 내용과 측정 수준을 요약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2.주요 측정변수와 내용
주요변수 정의 및 변수설명 측정

신체상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 리커트 5점 척도 21개문항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리커트 5점척도 10개문항

만족감  서비스 구입시 개인적인 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3문항

일반적 사항

 반응, 비용부담, 정보수집, 병원

선택매체, 이 병원 선택이유, 성

격, 수술이유, 기대감, 영향요인등

자기기입형 및 선택형 13 문항

사회학적인 요인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여부  

 성별, 종교, 수술경험 유무
선택형 7문항

4.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본 연

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수술 전ㆍ후의 소비자의 심리변화(자아존중감 및 신체상)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 및 wilcoxonsignedrank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자기존중감의 변화,신체상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특
성,수술동기,결정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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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 구구구 결결결 과과과

1.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56.4%)가 가장 많았으며,여자가 105명으로 전체 대상

자의 95.5%를 차지하였다.종교는 갖고 있는 경우가 65명(59.1%)으로 없는
경우(40.9%)보다 많았으며,결혼 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76명(69.1%)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재이상이 85명(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직업분포
는 학생 21명(19.1%),직장인 70명(63.6%),주부 19명(17.3%)이었다.평균
월수입은 101-200만원 소득자가 42명(38.2%),100만이하가 33명(30.0%)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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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특 성 명
연령
≥

≤
성별
남
여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결혼상태
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직업
학생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가정주부
기타

평균 월수입
만원이하
만원

만 만원
만원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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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흡입수술 의사결정 특성비교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의사결정 특성
비교는 <표 4>와 같다.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한 시기가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연령이 29세이하

(37.5%),교육수준이 고졸이하(36.0%)가 가장 많았으며,6개월 이내인 경우
는 연령이 30대(38.5%),40대 이상(40.0%),배우자가 없는 경우(36.8%),교
육수준이 대재이상(35.3%)이 많았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가 기독교/천주교(39.1%),불교(47.7%)인 경우는 6개월 이상,무교
(36.8%)인 경우는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직업별로는 학생(42.8%)인 경우는 1개월 이내,사무/판매/서비스직
(40.0%)인 경우는 6개월 이내,주부(47.4%)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평균 월수입이 200만원이하인
그룹들은 1개월 이내,300만원초과(46.7%)인 경우는 6개월 이상이 가장 많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본인인 경우는 연령이 29세이하(45.3%),

종교가 기독교/천주교(50.0%),배우자가 없는 경우(43.4%),직업이 사무/판
매/서비스직(48.9%),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45.2%)이 가장 많았고,
직업이 주부(36.8%),평균 월수입이 100만원이하(30.3%)인 경우는 친구/동
료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교육수준이 고졸이하(48.0%)인 경우는 친구/동료가,대재이상(48.2%)은
본인이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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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의사결정 특성비교
단위 :명(%)

특성

수술고려시기

x2 값

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전체 x2 값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본인 가족

친구/

동료
기타

연령

 ≤ 29세 24(37.5) 21(32.8) 19(29.7)

1.61

29(45.3) 6(9.4) 13(20.3) 16(25.0) 64(100.0)

8.04
 30-39세 7(26.9) 10(38.5) 9(34.6) 9(34.6) 5(19.2) 8(30.8) 4(15.4) 26(100.0)

 ≥ 40세 5(25.0) 8(40.0) 7(35.0) 9(45.0) 2(10.0) 8(40.0) 1(5.0) 20(100.0)

종교

 기독교/천주교 16(34.8) 12(26.1) 18(39.1)

10.47
*

23(50.0) 5(10.9) 14(30.4) 4(8.7) 46(100.0)

6.88 불교 6(31.6) 4(21.1) 9(47.4) 8(42.1) 3(15.8) 4(21.1) 4(21.1) 19(100.0)

 없음 14(31.1) 23(51.1) 8(17.8) 16(35.6) 5(11.1) 11(24.4) 13(28.9) 45(100.0)

배우자

 유 9(26.5) 11(32.4) 14(41.2)

2.08

14(41.2) 5(14.7) 12(35.3) 3(8.8) 34(100.0)

4.58

 무 27(35.5) 28(36.8) 21(27.6) 33(43.4) 8(10.5) 17(22.4) 18(23.7) 76(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9(36.0) 9(36.0) 7(28.0)

0.26

6(24.0) 5(20.0) 12(48.0) 2(8.0) 25(100.0)

12.32**

 대재이상 27(31.8) 30(35.3) 28(32.9) 41(48.2) 8(9.4) 17(20.0) 19(22.4) 85(100.0)

직업

 학생 9(42.8) 6(28.6) 6(28.6)

4.79

7(33.3) 4(19.0) 6(28.6) 4(19.0) 21(100.0)

7.99

 사무/판매 14(31.1) 18(40.0) 13(28.9) 22(48.9) 4(8.9) 9(20.0) 10(22.2) 45(100.0)

 주부 6(31.6) 4(21.1) 9(47.4) 6(31.6) 4(21.1) 7(36.8) 2(10.5) 19(100.0)

 기타 7(28.0) 11(44.0) 7(28.0) 12(48.0) 1(4.0) 7(28.0) 5(20.0) 25(100.0)

평균 월수입

 ≤ 100만원 13(39.4) 10(30.3) 10(30.3)

4.88

9(27.3) 8(24.2) 10(30.3) 6(18.2) 33(100.0)

13.04
 101-200만원 16(38.1) 15(35.7) 11(26.2) 19(45.2) 3(7.1) 9(21.4) 11(26.2) 42(100.0)

 201-300만원 4(20.0) 9(45.0) 7(35.0) 10(50.0) 1(5.0) 7(35.0) 2(10.0) 20(100.0)

 ≥ 301만원 3(20.0) 5(33.3) 7(46.7) 9(60.0) 1(6.7) 3(20.0) 2(13.3) 15(100.0)

계 36(32.7) 39(35.5) 35(31.8) 47(42.7) 13(11.8) 29(26.4) 21(19.1) 110(100.0)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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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는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대부분(77.3%)이 내 모습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방흡입수술을

한 경우로 나타났으며,연령이 29세 이하(78.1%),종교가 기독교/천주교
(78.3%),배우자가 없는 경우(76.3%),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80.0%),
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85.7%)이 가장 많았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교육수준이 대재이상인 경우(78.8%)는 내 모습에 대한 불
만으로,고졸이하인 경우(20.0%)는 가족과 주위 권유로 지방흡입수술을 하
게 되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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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
단위 :명(%)

특성
내 모습에 

대한 불만

가족, 주위 

권유

취직, 사회

활동에 도움
기타 전체 x

2 
값

연령

 ≤ 29세 50(78.1) 5(7.8) 7(10.9) 2(3.1) 64(100.0)

6.18 30-39세 20(76.9) 1(3.8) 1(3.8) 4(15.4) 26(100.0)

 ≥ 40세 15(75.0) 2(10.0) 1(5.0) 2(10.0) 20(100.0)

종교

 기독교/천주교 36(78.3) 2(4.3) 3(6.5) 5(10.9) 46(100.0)

7.27 불교 15(78.9) - 3(15.8) 1(5.3) 19(100.0)

 없음 34(75.6) 6(13.3) 3(6.7) 2(4.4) 45(100.0)

배우자

 유 27(79.4) 2(5.9) 2(5.9) 3(8.8) 34(100.0)
0.64

 무 58(76.3) 6(7.9) 7(9.2) 5(6.6) 76(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8(72.0) 5(20.0) 1(4.0) 1(4.0) 25(100.0)
8.49*

 대재이상 67(78.8) 3(3.5) 8(9.4) 7(8.2) 85(100.0)

직업

 학생 14(66.7) 3(14.3) 4(19.0) - 21(100.0)

10.40
 사무/판매/서비스직 36(80.0) 4(8.9) 2(4.4) 3(6.7) 45(100.0)

 주부 16(84.2) - 1(5.3) 2(10.5) 19(100.0)

 기타 19(76.0) 1(4.0) 2(8.0) 3(12.0) 25(100.0)

평균 월수입

 ≤ 100만원 19(57.6) 4(12.1) 7(21.2) 3(9.1) 33(100.0)

15.65
 101-200만원 36(85.7) 3(7.1) 1(2.4) 2(4.8) 42(100.0)

 201-300만원 17(85.0) 1(5.0) - 2(10.0) 20(100.0)

 ≥ 301만원 13(86.7) - 1(6.7) 1(6.7) 15(100.0)

계 85(77.3) 8(7.3) 9(8.2) 8(7.3) 110(100.0)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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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흡입수술 전후 자기존중감과 신체상 변화비교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전후 자기존중
감과 신체상 변화비교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응답자의 자기존중감 변화를 보면 수술전(3.72)보다 수술후(4.12)가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연령이 29세이하(4.10),종교가 없는 경우(4.06),배우자가
없는 경우(4.15),교육수준이 대재이상(4.08)인 경우,직업이 사무/판매/서비
스직(4.08),평균 월수입이 1001-200만원(4.15)인 경우 수술전보다 수술후의
자기존중감 변화가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신체상 변화를 보면,수술후(3.16)가 수술전(2.83)보다 높았으

며,전체적으로 수술전보다는 수술후가 좋아짐을 보였다.연령이 29세이하
(3.12),종교가 기독교/천주교(3.18),배우자가 없는 경우(3.14),교육수준이
대졸이상(3.14),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3.11),평균 월수입이 101-200만
원(3.27)인 경우 수술전보다 수술후의 신체상의 변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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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전ㆍ후 자기존중감과 신체상
변화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특성 자기존중감 변화 값 신체상 변화 값수술전 수술후 수술전 수술후
연령
≤ 세

세
≥ 세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재이상
직업
학생
사무 판매 서비스직
주부
기타
평균 월수입
≤ 만원

만원
만원

≥ 만원
계

*:p<0.05,**:p<0.01,***:p<0.001
주)1)1점:전혀 그렇지 않다,2점:별로 그렇지 않다,3점:그저 그렇다,

4점:약간 그렇다,5점:매우 그렇다
2)1점:전혀 그렇지 않다,2점:별로 그렇지 않다,3점:그저 그렇다,
4점:약간 그렇다,5점:매우 그렇다

3)자기존중감 변화와 신체상변화의 pairedt-test,wilcoxonsignedranktest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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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흡입수술후의 사회적,심리적 효과 비교(1)

조사대상자들의 지방흡입수술후의 사회적,심리적 성과 비교(1)은 <표
7>와 같다.‘만남에서의 자신감향상’은 연령이 29세이하(73.4%),종교가 없
는 경우(75.6%),배우자가 없는 경우(72.4%),교육수준이 대재이상(65.9%),
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73.3%),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76.2%)인
경우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직업이 주부(52.6%)인 경우 약간 부정
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에 있어 자신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2.7%가 ‘그렇다’,30.0%가 ‘보통’
이라고 답하였으며,연령이 29세이하(64.1%),종교가 기독교/천주교(60.9%),
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60.0%),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69.0%)인
경우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배우자가 있는 경우(35.3%)에서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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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사회적,심리적 효과 비교(1)
단위 :명(%)

특성

만남에서 자신감향상

x2 값

일에 있어 자신감향상

전체 x2 값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연령

 ≤ 29세 2(3.1) 15(23.4) 47(73.4)

3.32

4(6.3) 19(29.7) 41(64.1) 64(100.0)

0.36
 30-39세 1(3.8) 8(30.8) 17(65.4) 2(7.7) 8(30.8) 16(61.5) 26(100.0)

 ≥ 40세 2(10.0) 7(35.0) 11(55.0) 2(10.0) 6(30.0) 12(60.0) 20(100.0)

종교

 기독교/천주교 3(6.5) 14(30.4) 29(63.0)

3.55

5(10.9) 13(28.3) 28(60.9) 46(100.0)

2.43 불교 - 7(36.8) 12(63.2) - 6(31.6) 13(68.4) 19(100.0)

 없음 2(4.4) 9(20.0) 34(75.6) 3(6.7) 14(31.1) 28(62.2) 45(100.0)

배우자

 유 3(8.8) 11(32.4) 20(58.8)
3.08

3(8.8) 12(35.3) 19(55.9) 34(100.0)
0.99

 무 2(2.6) 19(25.0) 55(72.4) 5(6.6) 21(27.6) 50(65.8) 76(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4.0) 5(20.0) 19(76.0)
0.94

1(4.0) 6(24.0) 18(72.0) 25(100.0)
1.31

 대재이상 4(4.7) 25(29.4) 56(65.9) 7(8.2) 27(31.8) 51(60.0) 85(100.0)

직업

 학생 - 6(28.6) 15(71.4)

9.92

- 6(28.6) 15(71.4) 21(100.0)

4.49

 사무/판매/서비스직 2(4.4) 10(22.2) 33(73.3) 4(8.9) 14(31.1) 27(60.0) 45(100.0)

 주부 3(15.8) 7(36.8) 9(47.4) 3(15.8) 5(26.3) 11(57.9) 19(100.0)

 기타 - 7(28.0) 18(72.0) 1(4.0) 8(32.0) 16(64.0) 25(100.0)

평균 월수입

 ≤ 100만원 1(3.0) 10(30.3) 22(66.7)

3.70

1(3.0) 11(33.3) 21(63.6) 33(100.0)

4.30

 101-200만원 1(2.4) 9(21.4) 32(76.2) 3(7.1) 10(23.8) 29(69.0) 42(100.0)

 201-300만원 2(10.0) 6(30.0) 12(60.0) 3(15.0) 6(30.0) 11(55.0) 20(100.0)

 ≥ 301만원 1(6.7) 5(33.3) 9(60.0) 1(6.7) 6(40.0) 8(53.3) 15(100.0)

계 5(4.5) 30(27.3) 75(68.2) 8(7.3) 33(30.0) 69(62.7)
110(100.0

)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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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흡입수술후의 사회적,심리적 효과 비교(2)
조사대상자들의 지방흡입수술후의 사회적,심리적 성과 비교(2)는 <표

8>과 같다.
‘심리적 안정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75.5%가 ‘그렇다’,20.9%가 ‘보통’

이라고 답하였으며,집단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밝고 적극적 성격이 됨’은 연령별로 29세이하(67.2%),배우자가 없는

경우(67.1%),교육수준이 대재이상(61.2%)인 경우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
였고,종교가 없는 경우(35.6%),직업이 학생(33.3%),월수입이 300만원
초과(40.0%)인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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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사회적,심리적 효과 비교(2)
단위 :명(%)

특성
심리적 안정감향상

값
밝고 적극적 성격이 됨

전체 값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연령
≤ 세 3(4.7) 12(18.8) 49(76.6)

1.87

4(6.3) 17(26.6) 43(67.2) 64(100.0)

0.81세 - 7(26.9) 19(73.1) 2(7.7) 9(34.6) 15(57.7) 26(100.0)

≥ 세 1(5.0) 4(20.0) 15(75.0) 1(5.0) 6(30.0) 13(65.0) 20(100.0)

종교
기독교 천주교 2(4.3) 8(17.4) 36(78.3)

불교 - 4(21.1) 15(78.9)

없음 2(4.4) 11(24.4) 32(71.1)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재이상
직업
학생
사무 판매 서비스직
주부
기타
평균 월수입
≤ 만원

만원
만원

≥ 만원
계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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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술 후 진료결과와 관련 분석

응답자의 수술 후 진료결과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선
형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자기존중감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수술이유가 주

위권유보다는 외모불만인 경우,수술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자기존중감의 변화도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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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수술 후 진료결과와 관련된 분석

특  성

자기존중감 변화 신체상 변화 수술만족도 재이용의사 주위 추천의사

회귀

계수
t 값

회귀

계수
t 값

회귀

계수
t 값

회귀

계수
t 값

회귀

계수
t 값

연령 0.04 0.57 0.04 0.93 0.02 1.55 -0.07 -0.86 0.01 0.39

수입 0.03 0.79 0.03 0.50

교육수준(기준: 대재이상) -0.34 -2.23* -0.11 -1.27 -0.06 -0.21

직업(기준: 직장인)

  학생 0.32 1.64 -0.11 -0.63  0.08  0.46

  주부 -0.10 -0.48 0.16 0.89  0.05  0.28

수술결정시기 0.01 0.45 -0.10 -1.61 -0.04 -0.84 -0.06 -1.12

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가족 0.35 1.53 0.08 0.35 0.19 0.88

  친구,동료 -0.13 -0.77 0.11 0.42 0.15 1.05

  기타/인터넷 0.19 1.13 0.02 0.05 0.12 0.77

수술이유(기준: 외모 불만)

  주위권유 -0.56 -2.17* -0.23 -1.65* -0.02 -0.07 -0.15 -0.66

  사회활동의 필요성 -0.05 -0.28 0.16 1.44 -0.19 -1.14 -0.14 -0.77

기대수준 0.20 2.32
*

 0.20 2.56
*

 0.10  1.31

수술에 대한 주위의 반응 0.07 2.08* 0.02 0.83  0.04 1.15

수술에 대한 가족의 반응 -0.05 -1.33 -0.02 -0.95 -0.08 -2.10* 0.02 0.75

긍정적인 성격 0.19 1.85* 0.18 3.49** 0.26 2.60* 0.21 2.10* 0.18 1.68*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0.12 0.23 0.24 2.78** 0.33 3.48**

수술후 만족도 0.28 3.21
**

0.15 2.66
*

자기존중감 변화 -0.14 -0.90

신체상 변화 0.13 0.68

Constant 2.94 6.17*** 2.03 7.76*** 3.77 5.87*** 2.77 4.69*** 3.10 5.19***

R2 0.217 0.232 0.205 0.259 0.200

F-test 2.218* 3.029** 2.014* 2.189* 1.997*

*:p<0.05,**:p<0.01,***:p<0.001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이유가 주위권유보다는 외모불만인
경우,자기 성격이 긍정적일수록 신체상의 변화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은 신체상 변화를
23.2% 설명하였다(R2=0.232).
수술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수록,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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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 수술만족
도가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205).
재이용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수록,긍정적

인 성격을 가졌을수록,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수술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0.259).
주위 추천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수술만족도가 높을수록 주위에 추천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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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고고고 찰찰찰

이 연구는 지방흡입수술이 개인의 삶에 미친 편익으로서 지방흡입수술
이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그 외 사회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었는지를 분
석하고 수술후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연령별로는 20대(56.4%),30대

(23.6%)순으로 많았으며 대재이상이 77.3%이고 취업자가 40.9%였다.본 연
구는 2개 기관이기는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개원가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
는 대상자들의 특성들을 일정수준 대표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따라서
지방흡입 수술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다른 미용성형수술을 연구한 백숙희
(1998)의 연구(20대가 57.6%),방사익등(2001)의 연구(70%수준),이경숙
(2003)의 연구(60.3%)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미
용성형 수술의 주된 고객이 되고 있는 동시에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65명(59.1%)으로 없는 경우

(40.9%)보다 많았으며 이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이경숙(2003)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반면,교육수준에 있어선 전문대 졸
업이상이 61%을 차지한 이경숙(2003)의 연구와 유사하게 대재이상이 85명
(77.3%)로서 상당히 고학력자가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동기가 높음을 의미
하며 직업에 있어서도 직장인 70명(63.6%)이 가장 많아 사회활동을 하는
고학력 여성의 수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외모나 체형이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를 넘어 사회생활을 하는 개개인
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는 최근의 사회적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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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친 관계자들을 분석한 결과,본인이 결정한
경우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이는 인은희(2003)의 연구에서 50.5%,이
경숙(2003)의 63%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성형수술을
결정하는데 본인이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세분화 한 결
과,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본인인 경우는 연령이 29세 이하(48.8%),
30대(41.2%)가 가장 많았으며,40대 이상(61.55%)은 친구/동료가 영향을 많
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기독교,천주교(55.2%),교육수준이 대재이
상(48.3%),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55.6%),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
(54.2%)인 경우 본인이 수술결정을 가장 많이 하였다.
수술에 대한 정보원은 친구나 친지가 82명(41%)로 가장 많았던 인은희

(2003년)의 연구와는 달리, 직업이 학생(28.6%)인 경우와 월수입이 100만
원이하(27.3%)는 인터넷/카페가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직업이 주부(41.7%)
인 경우는 친구/동료가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교육수준이 고졸이하
(48.0%)인 경우는 친구/동료가,대재이상(48.2%)은 본인이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학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위
의 의견보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인터넷/카페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특성에 따른 환자관리와 홍보
방법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는 응

답자의 대부분(75.3%)이 내 모습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방흡입수술을 한
경우로 나타났으며,인은희(2003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수술을 받으려
는 이유는 ‘내모습이 불만이다’가 81명(40.5%)으로 일치한다.또한,연령
이 29세 이하(81.42%),배우자가 있는 경우(81.0%)가 가장 많았다.교육수
준이 대재이상인 경우(78.3%)는 내 모습에 대한 불만으로,고졸이하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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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3.1%)는 가족과 주위 권유로 지방흡입수술을 하게 되는 특징으로 보아
정보수집에서 처럼 학력에 따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자기존중감 변화를 보면 수술전(3.72)에 비해 수술후(4.12)긍

정적으로 변화하였고,신체상 변화 역시,수술후(3.16)가 수술전(2.83)보다
높아졌다.이러한 결과는 성형수술 환자에서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모두 유
의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한 신유정(1994)의 연구와 일치하며,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중 신체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백숙희(1998)의
보고에서 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두변수 모두 유의하여 지방흡입수술이 이들 두변수에
긍정적 동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주로 29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과 배우자가 없
는 경우,교육수준이 높고,직업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흡입수술의 효과는 뚜렷한 동기의식이 있고,사회활동이 활발한
대상자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회심리적 효과로서 ‘만남에서의 자신감향상’에 대해선 68.2%가 긍정적

인 답변을 하여 사회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29세이하(73.4%),종
교가 없는 경우(75.6%),배우자가 없는 경우(72.4%),교육수준이 대재이상
(65.9%),직업이 사무/판매/서비스직(73.3%),평균 월수입이 101-200만원
(76.2%)인 경우에서 긍정적 답변이 높았다. 이는,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활동 요구도가 높은 집단이 사회관계에 대한 자신감
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지방흡입수술의 긍정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집단적 특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일에 있어 자신감 향상을 질문하였을 때 62.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응답분포에 있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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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속변수에 대한 관련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에 따르면,자기 존중감 및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수술동기가 외부권유와 비교하여 외모불만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한
경우일수록,수술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
졌을수록 자기존중감과 신체상의 변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
던 인은희(2003년)의 연구들을 비롯하여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신유정,1994;변금순 등,1999)에서 주위로부터의 지지 중 신체적,경제
적 지지보다도,정신적 지지가 신체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
과와 일치한다.따라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
담시 수술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동기를 정립하고 주위와의 협의를 통한
긍정적 지지 환경을 마련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술후 긍정적 효과를 높
이는데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주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술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수록,긍정적

인 성격을 가질수록 수술만족도가 높았으며,수술전 수술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오히려 수술만족도는 높았다.본인의 기대수준이 높
고 긍정적 성격인 경우 수술만족도가 높은 것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수술전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일때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것에 신중한 해석
이 필요하다.이에 대해선 주위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의 선택에 대
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
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심층적인 이유
를 구명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가족의 지지와 미용성형수술과의 관
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이용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수록,긍정적

인 성격을 가졌을수록,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수술만족도가



- 41 -

높을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았으며,주위 추천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긍정적
인 성격을 가졌을수록,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수술만족도가
높을수록 주위에 추천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R2=0.200).
전정오(2001)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하고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가 재이용 의사와 타인권유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본연구와 일
치할 뿐만 아니라,조사대상자가 갖는 긍정적인 성격,환경변화에 대한 적
응력에 따라서도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술 1개월 후의 단기간의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수술

로 인한 외모의 변화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장기 추적검사에서는 자기존
중감과 신체상의 변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
구에서 장기적인 추후평가가 요구된다.이러한 결과는 성형수술의 긍정적
측면을 보고한 Gufford(1972)의 연구와 미용성형 수술환자 100명을 대상으
로한 Edgerton(1991)의 연구등 외국에서의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최근 대표적인 미용성형수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 수술전후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아직 국내에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방흡입수술의 효과에 대한 최초
의 체계적인 연구 시도라는 점에 연구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그간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수술전후 비교한 연구가 많
지 않고 대부분 소수 표본으로 분석하였거나 기술적인 연구에 머무르는 경
우가 많았지만,본 연구는 100명이상의 대상자들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을
다변량 분석으로 분석하는 등,미용성형수술 연구의 한계점들을 연구방법
론적 측면에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이러한 논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향후 이 분야에서 보다 나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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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기대하기 위한 과제로서 주요 제약점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서울지역에 소재한 2개의 개인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연구결과를 지방흡입 수술환자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향
후 좀더 다양한 진료 환경하에서의 수술성과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다른 미용성형 수술과는 달리 지방흡입수술은 수술 후 최고 3-6

개월 정도에 시간이 경과했을 때 가장 만족스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술 후 설문지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사함으로 인하여 수술후
변화가 수술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아니면 수술을 했다는 심리적 안정감
에서 오는 것인지에 평가가 확실치 않다.그러므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 검사로 재평가하여 비교를 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간호사나 상담사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수거하였으므로 응답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실제보다 호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으며 향후,객관적인 조사자가 조사하거나 우편설문 등 대답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조사방법을 시도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론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특성을 이

해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심리상태와
정신건강을 중요시하는 보건학 분야에서는 더욱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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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지방흡입수술이 개인의 삶에 미친 편익으로서 지방흡입수술
이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그 외 사회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었는지를 분
석하고 수술 후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
다.첫째,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수술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본인인
경우는 연령이 29세 이하(48.8%),30대(41.2%)가 가장 많았으며,40대 이상
(61.55%)은 친구/동료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대
재이상(48.3%),인 경우 본인이 수술결정을 가장 많이 하였고,직업이 학생
(28.6%)인 경우는 인터넷/카페가 영향을 많이 주었으며,직업이 주부
(41.7%)인 경우는 친구/동료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수술 동기비교는 응답자의 대부분(75.3%)이 내 모습에 대한 불

만 때문에 지방흡입수술을 한 경우로 나타났으며,교육수준이 대재이상인
경우(78.3%)는 내 모습에 대한 불만으로,고졸이하인 경우(23.1%)는 가족
과 주위 권유로 지방흡입수술을 하게 되었다.
둘째,응답자의 자기존중감 변화를 보면 수술전(3.72)보다 수술후(4.12)

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자기존중감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교육수준이 고
졸이하,수술이유가 주위권유보다는 외모불만일수록,수술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긍정적일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 자기존중감의 변화도
높게 나타났으며,응답자의 신체상 변화를 보면 수술후(3.16)가 수술전
(2.83)보다 높았으며,전체적으로 수술전 보다는 수술후가 좋아짐을 보였다.
신체상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이유가 주위권유보다는 외모불만인 경
우,자기 성격이 긍정적일수록 신체상의 변화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에 있어 자신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62.7%가 ‘그렇다’,30.0%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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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라고 답하였으며,‘심리적 안정감향상’은 전체 응답자의 75.5%가 ‘그렇
다’,20.9%가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셋째,수술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수록,

수술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 수
술만족도가 높았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0.205).
재이용의사와 추천의사와 관련된 요인은 수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좋을

수록,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수록,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수술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본 연구는 지방흡입 수술후 신체상 및 자

아존중감이 수술전 보다 수술후가 호전되었음을 입증하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보면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은 20대의 미혼여성이었고 스스로 충분
히 생각하고 자의에 의한 결정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는 수술이 단지 자기
만족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
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등 보다 실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현대인들의
삶의 질의 방향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이에 체형에 대한 만족도도 물론 수술의 만족도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만 논문에서 보여 지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

건학적인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체상에 대한 바
른 이해를 통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인간이 인간
답게 사는데 있어 주체성,자존심,자기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비만인구와 웰빙의 개념으로 체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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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는 실정에 지방흡입수술과 수술만족도 및 수술전.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수술을 받는 환
자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판단으로 외모에 대
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직장생활 에서의 자신감 향상은 직무
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대인관계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삶의 질의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이제 더 이상 미
용성형 수술은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환자의 정신
건강 및 자신감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환자를 선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요구된다.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술대상자 선별이 중요하며 수술
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동기와 필요성을 확인하게 하고 가
족과 주변 환경에 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 가며,수술 외에도 자신의 성격
이나 적응태도의 개선 등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담과 체계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고취시켜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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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수수수 술술술 전전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서 비만클리닉에서 비만상담
을 맡고 있습니다 이설문지는 지방흡입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특성과 만
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모든 문항은 의료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각 문항에는 틀리는 답은 없으며 다만 귀하의 생각이나 평

소에 느끼고 있던 것을 사실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정

보 제공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분석용으로만 사용

되며 귀하의 성함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통계법 제 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본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다면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성심성의껏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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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ㆍP:011-984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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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골라

표시하시거나 적어 주십시오

1.귀하가 지방흡입수술을 해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시기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이내 □ ② 6개월 이내
□ ③ 1년 이내 □ ④ 1년 이상

2.귀하가 지방흡입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본인 □ ② 가족 □ ③ 친구,동료
□ ④ 인터넷/카페 □ ⑤ 기타(구체적으로 )

3.귀하께서 수술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모습이 불만이다
□ ② 나는 불만스럽지 않지만 남이 흉하다고 볼까봐
□ ③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권유
□ ④ 취직 등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므로
□ ⑤기타(구체적으로: )

4.귀하는 이번에 받게 되는 지방흡입수술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좋을 것이다 □ ② 좋을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조금 좋을 것이다
□ ⑤ 별 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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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께서 받게 되는 수술에 대해 친구나 동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부정적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이다

6.수술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싸다 □ ②비싼 편이다
□ ③ 적당하다 □ ④싸다
□ ⑤ 매우 비싸다

7.비만흡입수술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었습니까?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 )
□ ① 가족 □ ② 친구,친지 □ ③ 신문,잡지
□ ④ TV □ ⑤인터넷/카페 □■기타( )

8.이병원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 ①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 ② 수술한 이의 권유로
□ ③ 주위 아는 이들로부터 평판을 듣고

9.이병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신 이유들을 다음중 2가지만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
□ ① 의사의 명성 □ ② 병원 유명도
□ ③ 가까운 위치 □ ④ 수술전문병원
□ ⑤ 친절한 상담 □■ 가격이 싸서 ■기타( )

10.나의 성격은?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정적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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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는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 ① 매우 잘 적응한다 □ ② 잘 적응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적응하지 못 하는 편이다
□ ⑤ 적응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12.지방흡입수술을 받기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 )( )

13.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 ② 예(부위/수술명 )

14.귀하의 연령은? 만 세

15.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 ② 여성

16.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 ② 천주교 □ ③ 불교
□ ④ 기타 □ ⑤ 없음

17.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이혼
□ ④ 별거 □ ⑤ 사별

18.귀하의 교육정도는?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대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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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귀하가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분야는 ?
□ ① 학생 □ ② 사무직 □ ③ 판매직
□ ④ 서비스직 □ ⑤가정주부
□■기타( )

20.귀하의 평균 월수입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1-200만원
□ ③ 201-300만원 □ ④ 30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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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견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정말
그렇
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몸은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나는 나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용모를 점검한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잘 났다고 본다
남에게 예쁘거나 멋있게 보인다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나는 외출 전 화장이나 옷 입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신체적으로 잘 났다는 것은 내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잘
입는다
나는 내 용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다
나는 나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한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작은 변화가 와도 쉽게 의식한다
얼굴 용모 피부색 등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머리 색 굵기 부드럽기 등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하체 둔부 대퇴부 다리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상체 가슴 유방 어께 팔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근육의 부드러움과 탄력성정도는 만족한다
자신의 체중에 대해 만족한다
자신의 키에 대해 만족한다
총체적 용모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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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수수수 술술술 후후후>>>

안녕하십니까 수술받으시고 회복은 잘 되셨는지요
수술후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자 다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항목들은 수술전 응답하신 항목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전 응답하신 내용에 상관없이 수술후 현재시점에서 귀하
의 상태를 기준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각 문항에는 틀리는 답은 없으며 다만 귀하의 생각이나 평
소에 느끼고 있던 것을 사실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분석용으로만 사용

되며 귀하의 성함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통계법 제 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본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다면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성심성의껏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연구자 :김영주
ㆍ E-Mail:blue-lucy@hanmail.net
ㆍ HㆍP:011-984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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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골라

표시하시거나 적어 주십시오

1.이번에 받으신 지방흡입수술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족하다
□ ⑤ 매우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다면이유는 )

2.수술시 제거한 지방흡입량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였다 □ ② 조금 덜 제거했었어야 했다
□ ③ 조금 더 제거했었어야 했다 □ ④ 잘 모르겠다.

3.수술받으신 후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습니까?(해당항목은 모두 표시해 주
세요.)
□ ① 남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되었다.
□ ②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였다.
□ ③ 수술이 잘 되었는지 걱정되었다.
□ ④ 수술후 요요현상으로 다시 살이 찔까 두렵다.
□ ⑤ 수술후 관리하러 오는 것이 불편하였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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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술 후 체형관리를 위한 노력(운동,식사 등)이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떠십니까?
□ 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한다
□ ② 이전보다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다
□ ③ 비슷하다
□ ④ 이전에 비해 다소 소홀하다
□ ⑤ 전혀 하지 않고 있다

5.수술후에도 추가로 수술을 원하는 부위가 있으십니까?
□ ①없다 □ ②있다 (부위: )

6.비만흡입수술이나 다른 비만관리를 받을 경우 이 병원을 다시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주위 수술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병원을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그 외 이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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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귀하의 상태변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항목 번호에 0표 해주시기 바
랍니다.

수술하고 난 뒤 수술전과 비교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정말
그렇
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직장생활이나 일 공부 하는데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욱 성격이 밝아지고 적극적인 된 느낌이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정말
그렇
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몸은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나는 나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용모를 점검한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잘 났다고 본다
남에게 예쁘거나 멋있게 보인다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나는 외출 전 화장이나 옷 입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신체적으로 잘 났다는 것은 내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잘
입는다
나는 내 용모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다
나는 나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한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작은 변화가 와도 쉽게 의식한다
얼굴 용모 피부색 등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머리 색 굵기 부드럽기 등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하체 둔부 대퇴부 다리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상체 가슴 유방 어께 팔 부위에 대해 만족한다
근육의 부드러움과 탄력성정도는 만족한다
자신의 체중에 대해 만족한다
자신의 키에 대해 만족한다
총체적 용모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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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Effects Effects Effects of of of of Liposuction Liposuction Liposuction Liposuction on on on on Body Body Body Body Image, Image, Image, Image, Self-esteem Self-esteem Self-esteem Self-esteem 

and and and and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with with with Outcomes  Outcomes  Outcomes  Outcomes  

   Today's affluence and aesthetic appeals spark people's interest in 

physical appearance.  Physical beauty becomes such an important measure 

in young women's self-evaluation that many women want to enhance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body image through the help of artificial aid.  

How women feel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 affect their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leading to increased women seek plastic 

surgery in today's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s of having liposuction on physical appearance and self-esteem by 

evaluating patients' satisfaction with outcomes and their plastic surgeon. 

Study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ose who visited two different plastic 

surgery clinics based in Seoul for liposuction.  Among those who decided 

to undergo liposuction, 110 agreed to enroll in the study.  Al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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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ent liposuction during the period from May 2005 through November 

2005.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10 respondents before when 

they visited the respective hospital and 30 days after surgery.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21 assesment 

items), translated by Ji Tae-Ok (1997), was used as the instrument to 

assess physical appearance. (The instrument containing 10 assessment 

items, developed by Rosenberg (1962) and translated by Jeon Byung-Jae, 

was used to measure self-esteem.  Each item was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A SPSS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t-tes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frequence of having liposuction and changes in 

physical appearance and self-esteem.   Multivariate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patients' responses to the surgery.  

In summary, most of the respondents decided on their own to undergo 

liposuction.  And 77.30% of total respondents citi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physical appearance as the main reason for undergoing liposuction.  

Of total respondents, 62.7 agreed that they were able to increase 

self-confidence significantly after surgery and 30% said they could 

increase self-confidence moderately after surgery.   Also, 75.5% of total 

respondents report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fter surgery, and 20.95 reported moderate improvement.  

 Self-esteem in respondents increased given the mean scores of 3.72 

before surgery and 4.12 after surgery.  Respondents' perception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also improved showing the means scores of 2.83 

before surgery and 3.16 after surgery.  Changes in self-esteem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family or friends' response to outcomes of the 

surgery and their own personality.  Respondents'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xpectation and positiv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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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urgery outcomes was in turn correlated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plastic surgeon.  

  Overall,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young women in their 20s.  They 

underwent liposuction to enhance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patien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e of people 

around them to outcomes and their own personality, in addi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us liposuc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patients by helping them 

enhance physical appearance and eventually increase their self-esteem.  

Such a positive effect was correlated to patients' clear motivation for 

having liposuction, their own positive attitude and support from people 

around them.  Based on these variables, effective counselling or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s can be developed to improve outcomes 

in patients who considered liposuction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consequent low self-confidence.

Keyword:BodyImage,Self-esteem,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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