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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역할은 많은 사회적 역할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

고 가장 일찍 학습되어지는 것으로서 평생에 걸쳐 지

속적으로 생물학적 성(sex)에 적당한 성역할을 습득하

고 이행함으로써 형성된다. 대개 남성은 성취지향적이

고 직업활동에서 지도적 위치와 역할에 적합한 특성

들로 특징지워지며, 여성은 집안 일을 하고 주변 사람

들을 정서적으로 돌보는데 적합한 특성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남성적 특성

과 여성적 특성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으

며1),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와 가사노동

의 감소, 남녀평등 사상 등으로 성역할 차이가 감소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미용에도 나타나는데 머리 형태면에

서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짧은 머리스타일을, 남성들은

웨이브 스타일의 긴머리나 보브형태의 머리형태를 많

이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화장에서는 여성취향적

인 스타일보다는 자신의 성을 넘는 다양한 스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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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2). 화장품 사용범위도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

에게까지 확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은 오랫동안 여성의 전유물로서 여성의 성역할

을 인식하는데 뚜렷한 대상이 되어왔으며 성인 여성

의 화장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역할로 규정된 행동

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화장품 사용

은 여성다움과 긍정적인 상호관련이 있어 화장품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

화장에 관한 연구는 화장품의 사용3)4)5)6)7), 화장의 유

무8)9)10)11)12), 화장의 정도13)14)15)16)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

으로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 습관 및 화장행

위를 모두 포함하는 화장행동과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화장행동과 성

역할 정체감 변인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화장행동이

가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

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인 청년 후기에 속하는 여대생

에 대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차원을 파악

하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행동이 화장

만족에 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화장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며, 화장에 대한 연구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1. 성역할 정체감

성(sex) 또는 성별(gender)은 염색체와 호르몬에 의

해서 결정되며 태어날 때부터 남녀로 구분된다. 이러

한 성유형화는 출생과 동시에 주위환경에 의하여 시

작되며 그들이 갖는 성역할은 개인의 외적 행동, 정서

적 반응, 인지적 기능,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각각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행동, 의견, 감정 속에서 성장

하며, 성유형화 과정을 통해 일정한 성역할을 얻게 된

다. 이러한 성역할 관념은 어린이들에게 일찍 발달되

며, 한번 얻은 성역할의 형태는 일생동안 지속된다.

성역할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안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여러 특질이며17),

한 사회집단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남녀 각 구성원

에게 동일시되는 행동형태이다18).

성역할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 심리적인 성차도 양분화 된다는 전제 하에 개인

의 행동, 능력, 성격은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워

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여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일탈행위라고 까지 생각하 다. 즉 남성

성과 여성성에 관한 사회성원 사이에 고도로 합의된

규범과 믿음이 존재하는데 남성성은 공격적, 독립적,

객관적, 지배적, 경쟁적, 논리적, 모험적, 자기확신적,

야심적, 통속적, 분석적, 성공적, 주장적, 수학과 과학에

능한 특성들을 지니며 여성성은 정서적, 표현적, 감정

이입적, 안전지향적, 양호적, 협동적, 의존적, 동정적,

헌신적, 직관적, 가정중심적, 관능적, 부드러운, 재치있

는, 조용한, 상냥한, 예술과 문화에 능한 특성을 지닌

각 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전형적으로 관련된 특성들

이다19).

한편 남성과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을 1970년대

연구결과와 1990년대 연구 결과를 비교한 Harris

(1994)20)와 Auster와 Ohm(2000)21)은 남성과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은 과거와 동일하게 나타나 여전히 전

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하 다. 

그러나 남성적인 특질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여성적

인 특질은 낮아졌으며,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로는

여성적 특질보다 남성적 특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많이 변화

하고 있음을 반 한다고 하 다21).

성역할은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 성의 특질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고 있다1)22)23). 즉 한 개인 내에 있어 남성성, 여성성의

양성 특질의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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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결과를 심리적 양성성이라 부르면서 이는 전통

적 성역할 특성에 대한 도전적인 것으로 양성 모두에

게 바람직한 성역할로서 제안하 다.

심리적 양성성이란 행동에 융통성이 있고 남성적

과업이나 여성적 과업 모두에서 성취도가 높으며, 남

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수단적이면서

도 표현적일 수 있고 지배적이면서도 양보적일 수 있

으며 경쟁적이면서도 지지적일 수 있는 인간형이라는

것이다. 즉 양성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성

의 적절한 행동에 자신을 맞추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남성적

이거나 여성적이거나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계없

이 열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양성화된 여성은 민감하고 온화하면서

도 강하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22).

양성성 정체감을 지닌 사람이 다른 정체감 유형의

사람보다 더 능력있고 성취지향적이고 대인관계가 원

만하며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을 유지한다고 하 고1)23), 도덕성이 발달하고17), 자존

감이 높다고 하 다24).

양성적 유형과 남성적 유형의 사람은 자아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있게 쓰며,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내

면적 욕구와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

와 감정에 의해 민감하며 감정표현에 있어서 자발적

인 행동을 하며, 자신을 가치있고 존중받아야할 인물

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기대나 의무감없이 의

미있고 친근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고 하 다25).

이상에서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안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지워지는 일련의

특성들로 특정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

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

를 말한다. 종래에는 남자는 남성적인 것, 여성은 여성

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최근에도 여전히

남성적, 여성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존재함과 더불어

사회변화에 따라 특히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보다 많

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황의 요구에 따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

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되었다.

2. 화장 행동

화장은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

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

정하거나 보완되는 미적 가치 추구 행위의 의미로 널

리 통용된다26). 화장행동은 이러한 화장의 여러 측면

에 대한 개인의 태도, 관심, 습관 및 화장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화장에 관한 연구는 화장품의 사용3)4)5)6)7), 화장의 유

무8)9)10)11)12), 화장의 정도13)14)15)16)를 중심으로 신체적 매

력, 얼굴만족도, 성격, 자아의식, 여성성 및 인상형성을

연구하 다.

1) 화장품의 사용(량)

Cox와 Glick(1986)3)은 화장품 사용과 여성 직업평가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 사용이 비서직

을 지원한 여성들의 예상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은 부정적이지만, 회계직을 지원한 여성들의 예상

직업업무능력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사용은 매력과 여성다움, 성적 매력과 긍

정적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은 전

형적인 여성적 직업과 관련이 있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Miller와 Cox(1982)4)는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개인

적 차이를 조사했다. 공적 자아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공적 자아의식이 낮은 여성보다 좀더 매력적이고 좀

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화장품이 자신의 외모를 좀 더 돋보이게 하

고, 자신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공적 자아의식이 낮

은 사람들보다 좀더 원만하게 이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Cash, Dawson, Davis, Bowen과 Galumbeck(1989)5)는

화장품을 사용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매력 판단에 대

한 그 효과를 검토하 다. 남성들의 평가는 사진 속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 여부에 따라 큰 향을 받았다.

남성들은 사진 속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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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신체적 매력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화

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더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Theberge와 Kernaleguen(1979)6)는 자아의 측면과 관

련된 화장품의 중요성을 연구한 결과 신체와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화장품의 중요성과 사용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신체와 얼굴에 만족할수록 화

장품의 중요성이 높고 화장품 사용량이 많고, 신체에

만족할수록 화장품 의존도가 높았다.

Cash, Rissi와 Chapman(1985)7)은 화장품 사용량, 성

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통제의 소재와의 관계를 연구하 다. 이들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좀더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고, 성역할 정체감이 좀 더

여성주의자이고, 성취성공에 대하여 내적통제를 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화장품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아

무 관련이 없었다.

2) 화장의 유무

Hamid(1972)8)는 화장과 안경착용이 여성의 인상형

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4종류의 자극물

즉 화장을 하고 안경을 쓴 경우, 화장을 하고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경우, 화

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쓰지 않게 하여 남녀 피험자들

에게 매력정도를 평가하게 하 다. 그 결과 성별에 따

른 이미지 지각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각 자극물에 대한 지각정도의 차이가 컸으며,

화장을 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자극물을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자극물에 비하여 매우 높게 평가

하 다.

Graham과 Jouhar(1981)9)는 화장품의 효용성에 관

한 연구를 위하여 화장과 머리 손질 유무를 적용한 4

종류의 자극물을 조작하여 남녀 각 16명씩 피험자에

게 평가하게 하 다. 그 결과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에 대한 이미지 지각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는 화장을 하지 않은 자극물에

대하여 비사회적이며 지루한 이미지를 준다고 평가하

다. 또한 화장한 얼굴은 여성을 안정적이며 사회적

이고 신념있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외모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고 하 다. 즉 화장품의 사용은 외모

와 성격에 있어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Graham과 Furnham(1981)10)은 화장과 헤어스타일

조건을 조작한 20대 여성에 대해서 28세부터 41세까

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 는데, 연구에

의하면 화장을 하면 더 여성스럽고 신체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성숙하게 보여지며, 또한 성실하고 사교적

이고 자신감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되

고 있다.

Osborn(1996)11)은 신체적 매력 판단에 있어서 화장

과 자세의 효과를 연구하 다. 그 결과 화장을 한 경

우 밝고,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덜 정숙적

으로 평가하 다.

한편 6개의 색채화장 트렌드(내추럴, 로맨틱, 고저스,

업 투 데이트, 클래식, 베이직)에 대한 얼굴 이미지 지

각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는 베이직 화장은 다른 트

렌드에 비해 매력있고 정숙하고 여성적이고 어려보이

고 얌전하게 지각하는 반면 섹시하지 않고 평범하고

보수적이고 점잖은 이미지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3) 화장의 정도

Workman과 Johnson(1991)13)은 평균적인 매력을 지

닌 여성에게 실시한 화장의 정도를 조작한 3단계 즉,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중간정도 화장, 진하게 한 화

장의 여성의 사진을 찍어 여대생에게 매력, 여성성, 개

인적 특성, 성격 및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개인적 특

성과 성격특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화장품 사용은 매력, 여성성과 도덕성에는

유의한 향을 주어, 화장품의 사용은 매력과 여성다

움의 인식이 증가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저

하되었다.

Workman과 Johnson(1991)14)은 화장의 정도(진한

화장, 중간정도의 화장, 화장을 하지 않은)가 성희롱을

유발시킬 가능성의 차이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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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화장을 한 모델은 중간정도의 화장한 모델보다, 중

간정도의 화장을 한 모델은 화장을 하지 않은 모델보

다 성희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 으

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모델을 좀더 자극적이고 성

희롱 대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 다.

윤소 (2001)15)은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중간정도의 메이크업, 진한 메이크업의 단계별 메이크

업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메이크업

을 진하게 한 경우는 품위성과 호의성이 높았고,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세련성과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현희(2001)16)는 화장행동을 흥미성, 예의성,

화장만족도,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의 6개의 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

다 화장을 할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 피부관리도

많이 하 다27).

이상에서 볼 때 화장은 외모와 신체적 매력과 여성

다움을 증가시키고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시키며,

화장은 얼굴 이미지 지각, 인상형성과 성격 판단의 단

서로서 향을 주어 화장을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사

교적이고 자신감이 있게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더 여성스럽고, 여성

주의자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화장은 전형적인 여성적 직업과 관련

이 있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다.

III.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 화장행동의 차원을 밝힌다.

(2) 성역할정체감과 화장행동과의 관계를 밝힌다.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 정체감이 화장행동에 어

느 정도 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5)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 정체감, 화장행동이 화장

만족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

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념적-조

작적으로 정의하 다.

(1) 성역할 정체감

한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

적 특성을 의식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적 또는 여성

적인 성격특성을 보유하고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양성성 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상황에 따라 남성의 도구적, 행위 주체

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친교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남성성 유형: 전통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 하는 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여성성 유형: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 하는 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미분화 유형: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특성 중 어느

한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분명한 특성을 의미한다.

(2) 화장행동

화장행동은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태도,

관심, 습관 및 화장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매력성: 화장에 있어서 성적 매력성은 이성에

게 호감을 주기 위해 화장을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심미성: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심리적 의존성: 화장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 감

정 변화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 행동을 말한다.

화장관심: 화장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2. 측정도구 및 절차

1)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특정하기 위하여 김선 (1987)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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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하여 사용한 Bem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 는데 이는 Chung(1983)의 연구에서 사용한

Short Form BSRI(Bem Sex Role Inventory) 다. 남성

성, 여성성 각각 10개씩의 문항에 10개의 중성 문항을

포함시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7점을 주고 7단

계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 다.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중앙치 반분법(median-

split method)에 의하여 구분하 다. 남성성 척도 문항

과 여성성 척도 문항을 합하여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

하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네 유형을 분

류하 다.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의 중앙치를 알아본 결

과 각각 4.417, 4.875 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양성성 유형,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

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것

을 뜻하여 남성성 유형이라 하 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남성성 점수가 중

앙치 이하이면 여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여

성성 유형, 두 점수가 모두 각각 중앙치 이하이면 양

성의 성격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미분화 유형

이라 하 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미분화

의 비율이 32.7%(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양성성 (44명, 27.3%), 여성성(34명, 20.9), 남성성

(31명, 19.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화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 확고한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성성의 비율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화장행동

화장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6)27)28)에서 추

출한 문항과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합하여 총 20문

항을 선정하 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에 1

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고 5단계 likert척도법으

로 측정하 다.

3) 화장 정도와 화장 만족

화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하게 화장하는 정

도를 조사하 고, 화장만족은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고 5단계 likert척도법

으로 측정하 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한달 용돈, 월평균 소

득과 사회계층을 조사하 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안산공과대학의 뷰티디자인학과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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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구분 내용 n (%)

18∼19세 64 ( 39.5)

20∼21세 67 ( 41.4)

연 령 22∼23세 20 ( 12.4)

24∼25세 11 ( 6.7)

계 162 (100.0)

상류층 13 ( 8.0)

사회 중류층 77 ( 47.5)

계층 하류층 72 ( 44.5)

계 162 (100.0)

150만원 미만 23 ( 14.2)

150∼200만원 미만 30 ( 18.5)

200∼300만원 미만 61 ( 37.6)

소 득 300∼400만원 미만 26 ( 16.0)

400∼500만원 미만 13 ( 8.0)

500만원 이상 9 ( 5.5)

계 162 (100.0)

10만원 미만 26 ( 16.0)

10∼20만원 미만 63 ( 38.9)

용 돈
20∼30만원 미만 47 ( 29.1)

30∼40만원 미만 15 ( 9.3)

40만원 이상 11 ( 6.7)

계 162 (100.0)

구 분 내 용 n (%)



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조사시기는 2001년 11월

∼12월이었다. 총 2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20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

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16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21세가 41.4%, 18∼19세는

39.5%를 차지하 고, 소득은 200∼300만원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다. 사회계층은 중류층이 47.5%, 하

류층이 44.5%를 차지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PC
+
의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요인분석과 Cronbach의 a신뢰도,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IV.

1. 화장 행동의 요인분석

화장행동의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별 고유치를 조사하여

Kaiser의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하 다. 그 결과 요

인에 속하는 문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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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화장행동의 요인분석

요인1. 성적 매력성 요인부하량

이성을 만나는데 있어 화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79

데이트가 있을 때는 화장에 더욱 신경을 쓴다. .71

나는 이성과의 모임이 있을 때는 화장에 신경을 쓴다. .70

나는 외출해서도 거울을 자주 보며 화장에 신경을 쓴다. .62

나는 나의 이성친구에게 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장을 하고자 한다. .59

변량=44.2% 누적변량=44.2% 고유치=6.64

요인2. 심미성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을 할 때 옷에 맞춰 화장하려고 노력한다. .72

나는 나의 화장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67

나는 화장을 할 때 눈화장과 립스틱 등의 색의 조화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쓴다. .67

나는 잡지를 주의 깊게 본 후 화장법에 따라하거나 응용할 때가 있다. .52

변량=9.4% 누적변량=53.6% 고유치=1.42

요인3. 심리적 의존성

화장이 내 마음에 드는 날은 기분이 좋다. .74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화장을 한다. .68

화장이 마음에 들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진다. .60

변량=6.2% 누적변량=59.8% 고유치=0.92

요인4. 화장관심

나는 다른 사람이 화장한 것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77

나는 TV나 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들의 화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다. .68

나는 화장에 있어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R) .56

변량=5.5% 누적변량=65.4% 고유치=0.83

(R)은 역으로 채점한 문항

단위: 명(%)



는 5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2차 요인분석하 다.

Kaiser의 기준에 따라 고유치가 1이상을 기준으로 요

인의 수를 결정하려하 으나 추출된 요인이 분산된

편이었다. 따라서 주된 공통 요인만을 묶기 위해 비교

적 동질적인 문항이 군집되어있는 4개 요인을 택하여

Kaiser의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하 고, 4개 요인

은 전체 변량의 65.4%해당되었다.

요인1은 이성과의 테이트가 있을 때 더욱 화장에

신경을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

적 매력성이라 하 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9이

상으로 모두 5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2는 화장을 할 때 눈화장과 립스틱의 색의 조

화나 옷에 맞춰 화장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미성이라 하 으며, 문항의 요인부하

량은 0.52이상으로 모두 4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3는 화장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고 표정이

밝아지는 화장이 주는 좋은 기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의존성이라 하 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60이상으로 모두 3문항이 여기에 속

한다.

요인4는 화장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 화장관심이라 하 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

은 0.56이상으로 모두 3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화장행동에 대하여 Cronbach의 a신뢰도 검사를 하

다. 요인1은 0.83, 요인2는 0.79 요인3은 0.75, 요인4

는 0.71이었다.

2.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관계

1) 성역할 정체감 성향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문항 점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은 화장행동과 정

적 상관관계를 보 다. 여성성이 높을수록 성적 매력

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과 화장관심이 높아 이는 화

장품 사용은 성역할 태도의 여성성 척도와 관련이 있

었다는 Cash, Rissi와 Chapman(1985)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화장품 사용은 여성다움, 성적 매력과 긍정

적 상호관련이 있었다는 Cox와 Glick(1986)3)의 결과와

일치하 다.

남성성이 높을수록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

존성과 화장관심이 높아 이는 남성성의 개성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화장 행동에도 반 되어 적극적으로

화장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관

심의 화장행동은 어떤 성정체감을 지녔든지 여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2)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상관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관계를 알

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

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남성성 성향

이 높을수록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신의 화장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성이 높은 여

대생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진하게 화장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성이 높을수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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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역할 정체감 성향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여성성

성적 매력성 .19** .23**

심 미 성 .32*** .23**

심리적 의존성 .17** .29***

화장관심 .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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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행동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성향 여성성 성향

<표 4>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여성성

나는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15** .02

하는 편이다

나는 나의 화장에 대체로
.15** .12

만족한다

**p< .01

화장정도, 화장만족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성향 여성성 성향



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24),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심미

성의 화장행동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성

성 유형이 심미성을 중요시하며, 양성성 유형과 여성

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

났다.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적인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화장의 심미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양성

성은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

며25),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화장에서의 심미성을 중요시하고 화장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성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 다는 김윤정(1992)29)의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하 다.

여성성 유형은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

성이 높을수록 화장을 하면서 외모를 개선시켜 심리

적으로 안정감, 즐거움, 자신감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의존하려는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시되며 실제로 사회

적 성공을 위해서 여자는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보다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한 화장은 외모의 매력

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화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 화장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

화장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

다. 독립변인은 연령, 소득, 사회계층, 성역할 정체감

성향(남성성, 여성성)이다.

<표 6>에서 볼 때 성적 매력성에 향을 주는 요인

은 여성성 성향과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5% 다. 즉 여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의 성적 매력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이성에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

문이라 해석되며, 여성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복장을 중요시하 다는 이명희(1983)2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

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화장으로서 보완하려는 심리

가 작용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미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으로 나타났으

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2% 다. 즉 남성성 성

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 개성적인 성향이 화장행동에

도 반 되어 눈화장과 립스틱 색에 맞춰 화장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에 관심을 가지는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의존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2% 다. 이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화장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장관심에 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과 연

령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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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유형 양성성(n=44) 남성성(n=31) 여성성(n=34) 미분화(n=53) F

화장행동 M SD M SD M SD M SD

성적 매력성 3.85 0.76 3.48 0.78 3.64 0.73 3.51 0.81 1.92

심미성 3.66a 0.72 3.27b 0.76 3.21b 0.78 3.09b 0.66 5.40**

심리적 의존성 4.17a 0.61 3.73b 0.68 4.10a 0.69 3.78b 0.72 4.25*

화장관심 4.02 0.64 3.89 0.70 3.77 0.80 3.67 0.68 2.33

**p< .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

성역할정체감유형 양성성 유형(n=44) 남성성 유형(n=31) 여성성 유형(n=34) 미분화 유형(n=53)
F

화장행동 M SD M SD M SD M SD



다. 즉 남성성이 높을수록, 18∼19세 연령이 화장에 대

한 관심이 높았다. 이는 18∼19세의 연령은 대학이 갓

입학하여 화장에 입문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화장의 심미성과 화장 관심은 남성성에

향을 받아 개성적인 남성성 성향이 화장행동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매력성과 심리적 의존

성은 여성성에 향을 받아 여성적인 성격이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성에게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

으로 보이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로서 성역할 정체감과 인구통계적 변인은 부분적

으로 화장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4. 화장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

화장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

다. 독립변인은 연령,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성역할

정체감성향(남성성, 여성성)과 4가지 화장행동(성적 매

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관심)이다.

<표 7>에서 볼 때 화장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적 매력성과 심미성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

한 설명력은 22.1% 다. 즉 화장의 성적 매력성과 심

미성을 추구할수록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화장만족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화

장을 할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에 맞는 화장을 할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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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화장행동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t overall F

여성성 성향 .055 .269 .247 3.251*
constant=2.580

성적 매력성
소득 .085 -.077 -.175 -2.298*

F=7.425**

df=2/159

constant=2.172

심미성 남성성 성향 .092 .238 .304 4.034*** F=18.274***

df=1/160

constant=2.594

심리적 의존성 여성성 성향 .082 .276 .286 3.771*** F=14.218***

df=1/160

남성성 성향 .064 .241 .260 3.438**
constant=3.058

화장관심
연령 .090 -.232 -.160 -2.116*

F=7.825***

df=2/159

*p< .05, **p< .01, ***p< .001 연령 : 18∼19세 이면 0, 20∼25세 이면 1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t overall F

<표 7>  화장만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t overall F

성적 매력성 .179 .296 .270 3.101**
constant=1.091

화장만족
심미성 .221 .294 .256 2.940*

F=22.542***

df=2/159

***p<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b beta t overall F



V.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

의 차원을 파악하고,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관

계를 알아보고,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 화장행동에

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

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 고, 피험

자는 안산공과대학의 여대생 162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 행동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성적 매력성, 요인2는 심미성, 요인3은 심리적 의

존성, 요인4는 화장관심이었다.

둘째, 성역할 정체감은 화장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남성성 성향과 여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화장

의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 관심이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정도와 화장만족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본 결과 남성성이 높을수록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성성 유형이 심미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 유형이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

났다.

셋째, 성적 매력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 성

향과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5% 다. 심미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

으로,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2% 다. 심리적 의

존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 성향으로 나타났

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2% 다. 화장관심에

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과 연령으로, 2개 변

인을 통한 설명력은 9.0% 다.

넷째, 화장 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적 매력성

과 심미성으로,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2.1% 다.

이상에서 볼 때 화장행동은 어떤 성정체감을 지녔

든지 여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이며,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장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껏 다루어지지 않았던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 습관 및 화장행위를 모두 포

함하는 화장행동과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 변인으로

다루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화장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집대상을 서울 근교 여대생

으로 한정하 고,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편의추출방

법을 사용하 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

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

행동을 측정하는데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 다는 점

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령

별, 지역별로 유층표집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화장행

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화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요청되며 대표적인 화장 행동 유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화장 행동과 다른 심리적 특성 및 소비자 특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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