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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의 뷰티 케어 연구
-외모만족도, 미용성형, 이미지를 중심으로김민신1)

A Study on Telecaster's Beauty Care
-Appearance satisfaction, Cosmetic Surgery & Im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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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가수가 가장 높았고, 성우> 아나운서> 개그맨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수가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의 방송인보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아나
운서> 성우> 개그맨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나운서‧성우‧개그맨‧가수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성우> 개그맨> 아나운서 순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을 받은 적이 많았고, 성우>
개그맨> 아나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수술을 받은 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눈> 코> 얼굴윤곽>
주름> 치아> 입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송인들의 현실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이미지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하는 방송인이 가장 많았으며, 귀엽고 발랄한 이
미지>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 강한 이미지>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터프한 이미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 자기이미지에 대하여 이상적인
이미지가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방송인의 뷰티 케어, 외모 만족도, 미용성형, 이미지

Abstrac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below: First, among the telecasters, satisfaction in appearance
is led by singers and followed, in descending order by voice actors, announcers, and comedians. Second,
concerning the awareness of cosmetic surgery, surgery is viewed most positively for singers followed by
voice actors, comedians, and announcers, in that order. Concerning the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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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s ranked at the top followed in order by voice actors, comedians, and announcers. Concerning the
area where cosmetic surgery was performed, areas were in order of eyes, nose, contour of the face,
wrinkles, teeth, and mouth. For future surgeries, potential areas were ranked as contour of the face, eyes,
teeth, and body shaping in order of possibility. Third, concerning awareness of a realistic self-image, most
broadcasters think that projecting an image of being natural & comfortable is best followed by cute and
vivacious, sophisticated and having strong personality, strength, sexy and attractive image, tough, elegant
and intellectual, and innocent and pure. Concerning awareness of the ideal self-image, in particular, most
broadcasters think that they present an image of being sophisticated and strong personality, natural and
comfortable, sexy and attractive, cute and vivacious, and elegant and intellectual, in that order.
keywords: Telecasters’s beauty care, Appearance Satisfaction, Cosmetic Surgery, Image

1. 서 론
아름다운 외모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성공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Lee, Park, 2013)[1] 현대인들은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하여 더 나은 외모를 연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아
름다운 얼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신체, 이미지, 분위기 등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
럼 현대사회는 내면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외적인 이미지, 호감가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능력과
긍정적인 평가를 결정하며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사람의 경우 외모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외모관리행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뉴미디어 시대인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다양한 미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경험을 규정하게 된다(Lee, 2004)[2].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미용성형, 치아성형 등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탄생시켜 관심을 얻고
있으며 이처럼 현대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외모를 지각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평
가하여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Herinberg, L. J., 1996)[3]. 특히 방송인의 경우, 방송에 적
합한 본인의 이미지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모는 대중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서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등의 사회적 현상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방송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외모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
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뷰티 케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지연

(2013)[4]의 연구에서 특히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들은 그들의 외모, 스타일을 모델로 제공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고, Herinberg, L. J., & Thompson, J. K.(1995)[5]의 연구에서도 매
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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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21세기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
인의 미적 태도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송인의 외모만족도, 미용성형과 이미
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아나운서‧성우‧개그맨‧가수 등 방송인의 외모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외모관
리행동 중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송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써 방송인의 뷰티 케어
인식에 대한 트렌드 분석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결과
2.1. 외모만족도
2.1.1. 현 외모만족도
방송 종사자들의 외모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우‧아나운서‧개그맨 순으로 방송 종사자들
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가수가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개그맨은 다른 직종보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F=2.97, p<.05).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자인 (Whang, 2007)[6]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문화현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Kim, 2014)[7]의 연구에서도 방송인의 뷰티서비스와 외모관리 행
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수들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자아존중감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특히 방송인의 경우 미디어라는 영향력 있는 매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2.1.2. 종사 직종의 타 직종 대비 외모 우월 필수 여부
방송인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인식하
는지 살펴본 결과, 직종별로는 가수가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개그맨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여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2.54, p<.01).
이러한 결과는 가수의 경우, 자신의 음악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외모를 무대

‧세트‧조명 등의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아름답고 개성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반면, 개
그맨의 경우, 웃음과 유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
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그맨은 극의 캐릭터 상 아름답게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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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도 연출되기 때문에 개그맨 자신의 외모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않아도 된
다고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수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수의 경우 직업특성상 음악과 함
께 무대에서 돋보이는 뷰티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비해 개그맨의 경우,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 추구 보다는 연기를 위한 배역에 충실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모방하거나 창조하면서 자신
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Kim, 2007)[8],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않
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 미용성형
2.2.1.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아나운서는 다른 직종보다 미용
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42, p<.001).
이러한 결과는 (Lee, 2011)[9]의 연구에서 아이돌 그룹이 가요계에 자리 잡으면서 듣는 것 뿐만 아
니라 ‘보는 음악으로의 진화’라고 보았으며, (Lee, 2011)[10] 연구에서도 대중음악 가수 중에서 여자
가수는 현 시대의 미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들은 신
체적으로 더 매력적이고자 그들의 신체적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성형수술을 받음으로써
대인적 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Cavior와 Lombardi, 1973)[11].
과거 가수들의 경우, 가창력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영상매체의 발달로 시각적인 퍼포먼스와 함
께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돌 그룹의 가수
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외적인 모습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미용성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면 최근
에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를 위해 미용성형을 받은 사실을 말하며 그러한 행동이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신체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라고 사료된다.

2.2.2. 미용성형 경험
직종별로는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을 받은 적이 많았고, 아나운서는 다른 직종보다 미
용성형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8.47, p<.05). 따라서 미용
성형을 받은 적이 없는 방송인이 받은 적이 있는 방송인보다 많았으며,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
용성형을 받은 적이 많았다.
위의 결과에서 다른 직종보다 가수에게서 미용성형 경험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K-POP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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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영향력과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겠다. (Park, 2012)[12]의 연구에서 K-POP 아이돌은 현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 상징으로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뷰티, 패션은 이미 대중문화의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들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으로 미용성형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수의 경우, 외모만족도가 높게 인식되고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Kaiser, 1997)[13] 피부관리, 성형수술, 체중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언급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2.3. 미용성형을 받은 부위
방송인들이 미용성형을 받은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눈 미용성형을 받은 방송 종사자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25.3%, 얼굴 윤곽 11.1%, 주름 8.1%, 기타 6.1% 순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주로 얼굴에 집중되고 있는데, (Hassio과 Trope,

2000)[14]의 연구에서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째 신체적 특성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표상으로 대인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람의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방송인들이 미용성형을 받고 싶은 부위가 얼굴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얼굴이 매력적
일수록 품위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개성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며 매력적인 얼굴은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에 후광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Lee, 1993)[15]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사료된다.

2.2.4. 미용성형 경험이 없을 시 수술 의향
미용성형 경험이 없는 방송인들이 미용성형을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미용성형
을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 방송인들이 66.3%로 받고 싶은 의향이 없는 방송인 33.7%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앞에서 미용성형을 받지 않은 방송인이 받은 방송인 보다 많은 결과
를 보였는데, 향후 미용성형에 대한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미용성형 경험이 없는 방송인의 경우,
향후 미용성형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뷰티 케어 행동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윤경(2005)[16]의 연구에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반응
보다 거의 2배 정도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조슬기(2006)[17]의 연구에서 인간은 자신의
외모관리행동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외모관리 노력이
라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과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외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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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은희(2006)[18]의 연구에서 현대사회는 능
력만으로 평가되던 과거와 달리 호감을 주는 이미지가 사회적인 성공을 가져다준다는 의식이 팽배
하고 보다 나은 외모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외모관리 행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에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2.2.5. 미용성형 선호 부위
향후 미용성형을 받고 싶은 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코 미용성형을 받고 싶어 하는 방송인들
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얼굴 윤곽 20.4%, 눈 18.4%, 치아 14.3%, 몸매 8.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 종사자들은 코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1,474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성형하고 싶어 하는 부위'에 대해 '코수술'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43.0%로

1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수술하고 싶은 부위가 눈, 얼굴윤곽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송인의 경우, 얼굴윤곽, 눈성형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2.3. 이미지
2.3.1. 현실적 자기이미지
직종별로는 성우가 다른 직종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하였고,
가수는 다른 직종보다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라고 인식하였으며,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χ2=65.18, p<.001). 위의 결과에 따라 아나운서·성우·개그맨들은 자기이미지가 ‘내추럴하고 편
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수의 경우 자기이미지가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라고 인식하
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령에 따라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유추된
다. 이번 조사에서 가수의 경우 뮤직뱅크라는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표본이
기 때문에 연령충이 비교적 젊어서 자기이미지를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성우의 경우 자기이미지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한 이유는 직종의 성격 상

TV에 직접 출연하기 보다는 주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미지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외모의 노출빈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그로 인해 성우의 자기이미지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나운서의 자기이미지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강한 이미지’,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보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양‧오락 프로그램, 상업적 방송의 영향으로 과거 아나운서의 정형화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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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미지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3.2. 이상적 자기이미지
‘세련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기대하는 방송 종사자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추
럴하고 편안한 이미지’ 17.1%,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 14.6%,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9.8%,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9.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아나운서와 성우가 다른 직종보다
‘세련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많이 기대하였고, 가수는 다른 직종보다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
지’를 많이 기대하였으며,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8.70,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나운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프로그램 진행에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
하면서 다소 위축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뉴스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이
증가하면서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
한 활동은 2009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오영실 전 아나운서의 연기가 화제가 되었고, 최은경
아나운서의 재치있고 코믹한 연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은 아나운서들이
각자의 개성과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우 역
시 개성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은 최근에 라디오라는 한정된 매체에서 벗어나 TV 오락 프로
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영역을 넓게 펼치고 있는 일환으로 사료된다.
가수들의 경우, 현실적 자기이미지가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인데 반해,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
지’를 가장 이상적 이미지로 기대한 것은 최근의 아이돌 스타들의 경우, 다양한 이미지들이 뒤섞인
혼종적 이미지 중에서 대중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아이콘으로 성적인 섹시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최소현과 김선형(2012)[19]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의 경우 연령층
이 낮고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박희지(2012)의 연구에서 K-POP 아이돌들
의 패션 이미지는 그들이 당대의 패션 트렌드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유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주리, 2011)[10] 걸그룹의
경우, 10대에서 20대로 성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에서부터 섹시하고 매력적
인 이미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녀시대, 카라, 원더걸스의 걸그룹의 경우 시간이 흐
를수록 도발적이고 과감한 의상을 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상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도 성숙하고 과감한 모습을 선
보였다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모습을 선보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방송인들이 현실적인 자기 이미지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가 일
치 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인 개인의 취향도 있겠지만 방송 일을 직업으로 하는 방송인들에게 있어
서 방송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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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된다.

3. 결론 및 제언
방송인의 외모는 대중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방송에 적합한 본인의 이미지를 위
해 미용성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외모관리 행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인들의
뷰티 케어에 관한 연구로 외모만족도, 미용성형과 이미지 추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아나운서‧성우‧개그맨‧가수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현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직종별로 가수가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우> 아나
운서> 개그맨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 직종의 타 직종 대비 외모 우월 필수 여부에 대해서는 가
수가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의 방송인보다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아
나운서> 성우> 개그맨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나운서‧성우‧개그맨‧가수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직종별로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성우> 개그맨> 아나운
서 순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에 대한 경험에 대해 직종별로 가수가 다른 직종보다 미용성형을 받은 적이 많았고, 성
우> 개그맨> 아나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형수술을 받은 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눈> 코> 얼
굴윤곽> 주름> 치아> 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용성형의 경험이 없는 방송 종사자의 경우 성
형을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받고 싶은 의향이 있는 방송 종사자가 미용성형을 받고 싶
은 의향이 없는 방송 종사자 보다 많게 나타났다.
또한, 향후 미용성형을 받고 싶은 부위에 대해, 방송 종사자들은 코 미용성형이 가장 많았으며,
얼굴윤곽> 눈> 치아> 몸매 순으로 나타났다.

3. 방송인들의 현실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이미지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하는 방송인이 가장 많았으며, 귀엽고 발랄
한 이미지>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 강한 이미지>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터프한 이미지>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나운서의 경우, 내추럴하
고 편안한 이미지 다음으로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라고 인식하였으며, 성우와 개그맨의 경우 내
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다음으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라고 인식하였으며, 가수의 경우, 귀엽고 발
랄한 이미지 다음으로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상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상적인 이미지가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
미지>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우아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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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나운서의 경우,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 다음으로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성우, 개그맨의 경우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 다음으로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가수의 경우,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 다음으로 세련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방송인들이 현실적인 자기 이미지와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나운서·성우·개그맨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내추럴하고 편안한 이미
지’에서 ‘세련되고 개성있는 이미지’를 이상적 자기 이미지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
근 들어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과 예능 프로그램의 증가 추세로 방송인들의 외모, 개성, 끼 등 다
양한 예능감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현실적인 자기이미지에서 이상적인 자기이미지의 추구에도 변
화가 생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방송인의 외모만족도,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인
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미적 본능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소망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현대는 미의식이 급변하고 있고 외모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뷰티 케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
디어에 노출되는 방송인의 외모만족도에 대한 의식, 미용성형을 받은 부위와 앞으로 미용성형수술
을 받고 싶은 부위에 대한 인식, 현실적인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 인식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인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일은 뷰티 트렌
드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중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아나운서·성우·개그맨·가
수 등 방송인의 외모만족도와 미용성형, 이미지에 대한 트렌드 분석으로 대중문화 연구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며 향후 방송인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연기자를 포함시킨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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