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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화장행동 및 화장 전·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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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ake-up on the Self-Concept i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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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how they recognize the face appearance before and after the make-up,
based upon the survey o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of their 20s (221 College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ho are very conscious about their appearance. In addition, it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findings, which a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appearance management of self-concept through the make-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About 78% of
subjects are performing the make-up on daily basis or needs basis, and 91.6% of the subjects wanted to have more elegant
and improved make-up. Comparing the self-satisfaction level before and after the make-up,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ir
appearance has been very much improved to 77.2% after the make-up, while the level was 28.8% before the make-up.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purpose of the make-up is more appreciated in pursuing the self-concept, rather than pur-
suing the beauty. Also we revealed that they could achieve a certain level of psychological stability by improving each indi-
vidual’s social image. We also found out that the stylish and modern style of image contributed more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make-up, compared with the image of neatness, individuality, delicacy, or you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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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

적 의미가 부여되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화장품 관련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화장은 일반에게도 널리 보편화되어 의복,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와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되는 토탈패션(total

fashion)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오염된 자

연환경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화장품

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면서 화장은

폭넓은 연령층에게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김희숙, 1998).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화장은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의 하

나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 얼

굴모양 및 표정은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 이상으로 그 사

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화장을 하는 것은 이

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수단이

라고 볼 수 있다(김현희·유태순, 2002).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맨 얼

굴과는 다른 자기를 연출하고 싶어서인데, 화장을 하면 자신감

이 생기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장행동은 신체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타인과

의 상호작용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며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김현희·유태순,

2002).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화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 20대

여대생들은 자기다운 화장법을 몸에 익히는 형성기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 외모에 있어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시기이고, 외면적 자신에게 의식을 기울이는 시기이니 만큼 화

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박미향·박옥련,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외모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화장하기 전

맨 얼굴과 화장후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식이 화장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서, 화

장을 통한 자아개념의 외모관리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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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화장행동 

현대 여성들의 화장행동은 사회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

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활동에서 자신의 인상

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여성일수록 화장품 구매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더 좋은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하였다(이명

희, 2003). 또한 화장품의 기능이 연령과 사용용도에 따라 더

욱 세분화되면서 화장은 폭넓은 연령층에게 자신의 미를 표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김희숙, 1998). 이처럼 과거에는

성인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화장품이 이제는 남녀노소의

연령대에 맞는 화장품으로 세분화되었고, 각 세분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과 광고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침투되고 있다(백경진·

김미영, 2004).

지금까지의 화장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화장품 구매행동이나 화장품사용실태(백경진·김미영, 2004; 김

현희·유태순, 2002; 김희숙, 1998; 송혜인 외, 2002; 이명희,

2003; 전보경, 2000; 채정숙, 2001; 홍선순·오은정, 2001)에

관하여 진행되어진 연구이며, 화장을 통한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2. 화장행동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화장을 함으로써 자아의식이나 사회적 적극성 등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여러가지 다른 화장법을 여대생에게 실시하여

자기의식이나 심리적 안정성, 사회적 적극성에 대한 영향을 검

토한 결과(Daibo, 2002)가 있으며, 권현숙(2001)은 화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며, 활동성향이 크고,

유행에 대한 민감도와 만족도가 크다고 하였다. 

Harmid(1972)는 화장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Waters(1985)에 의하면 외모는 모든

직업의 고용과정(급료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

고, 또한 Graham & Jouhar(1981)은 화장이나 머리손질과 같

은 외모장식이 여성을 안정적이며 사회적이고 신념있게 보이게

할 뿐 만 아니라, 외모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하였다(이연

희·이운영, 2002). 이처럼 화장행동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자아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으므로, 이 두 변인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을 통해 2003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대구시내 여자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기입이 미비한 29부를 제외한 221부를 통계 처

리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통계패키지 Window-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7.5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Descriptives), 도수분포(Frequencie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T-test를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응답자의 연령, 소속 등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과 화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6문항, 화장

을 하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5문항,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3문항 및 화장행동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장 전 자기얼굴에 대한 자

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30문항, 화장 후의 자기얼굴에

대한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30문항은 5점 리커트 측

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선행연구(Shoyama, et al.,

2003; Shoyama, et al., 2005)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0.4세(표준편차± 2.1)이며,

소속은 대구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자대학생이었다.

 

4.2. 화장에 대한 실태조사

Fig. 1은 요즈음 얼마나 자주 화장을 하는가에 대한 응답으

로, 매일 화장한다 12.7%, 거의 매일 화장한다 38.6%, 때때로

화장한다 27.1%로 조사대상자의 약 78%가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하지 않는다는 18.6%, 전혀 하지 않는

다는 3.2%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정숙(2001)의 연구에서는, 여

대생의 화장정도는 기초화장을 포함하여 부분 또는 전체화장을

하는 비율이 94.4%이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5.6%로 보고된

바, 본 연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 3.2%의 연구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Fig. 2는 처음 화장을 하기 시작한 연령을 나타낸 것으로, 조

사대상자의 53.6%가 대학교 1, 2학년(만19~20세)으로 나타났

Fig. 1. 화장을 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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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고등학생인 만16~18세에 화장을 시작했다고 한 응답자도

39.9%나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대부분(93.7%)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1~2학년 때에 화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화장은 어떤 방법으로 익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응

답으로, 혼자 스스로 익히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사람의 지도가 22.3%이었고 잡지를 통해서 익

힌 응답자도 18.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화장에 대해 특별한

교육이나 정보원이 없이 스스로 화장법을 익힌 응답자가 대부

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1.6%가 좀 더 능숙한 화장을 하고 싶다라고 응

답하였다.

 이는 국내화장품 산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 생산액이 1조5천억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

되는 규모로 외형상으로 초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

으나(송혜인 외, 2002),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화

장을 통한 자기만족감의 추구 즉 자신의 자아감각을 높이는 궁

극적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메이크업 교

육 및 계몽 등 체계적인 접근으로 내적인 향상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1회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10~20분이 45.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30분 24.5%, 10분미만

17.0%, 30분~1시간 12.2% 순으로 나타났다.

Fig. 6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를 나타낸 것

으로, 화장수, 로션 등의 기초화장품이 8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립글로즈 77.4%, 아이섀도우 73.8%, 마스카라 72.9

%, 눈썹그리기 65.6%, 립스틱과 화운데이션 58.4%, 마무리파

우더 57.9%, 아이라이너 57%, 메이크업베이스 및 썬크림

56.6%, 볼터치 4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립스틱보다

립글로즈의 소지가 19% 더 많고, 화운데이션보다 색조화장을

위한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를 더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이는 20대 여성의 특성으로, 립글로즈와 아이섀

도우를 이용한 색조화장을 중심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현상(Jouhar·Graham,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송혜인 외(2002)의 연구에서도 2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

하는 화장품 순위를 보면 기초화장품, 립글로스, 아이섀도우, 화

운데이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Fig. 7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화장수, 화운데이션, 립스틱을 구입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립스틱 구입비용은 47.4% 가

1~2만원, 29.2%가 2~3만원으로 전체응답자의 76.6%가 1~3만

Fig. 2. 화장하기 시작한 연령.

Fig. 3. 화장을 익힌 방식.

Fig. 4. 좀 더 능숙한 화장을 원하는가?

Fig. 5.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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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운데이션 구입비용은 64.6

%가 2~5만원 수준이며, 이외 응답자의 12.7%가 5~10만원인데

반해 19.3%는 1~2만으로 차이를 보였다. 화장수 구입비용은

화운데이션과 립스틱에 비해, 가격대가 넓게 분포되어 만원 미

만(8.0%)에서 10만원 이상(3.6%)까지 다양한 차이를 보였으며,

2~3만원이 31.7%로 가장 많고 1~2만원과 3~5만원은 약 20%

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4.3. 화장을 하는 목적과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

Fig. 8은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과 화장 후 얼굴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기의 맨 얼굴에 대해 매우 만족한

다와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8.8%인데 반해, 화장

후 자기얼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

한 사람은 77.2%로 화장 후 자기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장이 근본적으로 미의 추구에 있

으나,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생활 그 자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 심리적으로는 자

기만족감의 추구, 자기개선의 실현 및 자신의 자아감각을 높이

는 이상적인 추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Fig. 9는 화장을 하는 목적에 대한 응답으로, 화장을 하는 목

적은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와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

게 하고 싶어서가 각각 30%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미를 추

구하고 싶어서 15.7%, 기분 전환으로 12.6%, 맨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은 얼굴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화장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얼굴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 화

장을 하고, 얼굴에 만족하고 있더라도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한 연구(백경진·김미영, 2004)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Fig. 10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거나 전혀 화장을 하지 않는

다 라고 응답한 여대생에 대한 것으로, 응답자의 20.4%가 맨

얼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는 화장을 한다고 응답한 여

대생의 맨 얼굴에 대한 불만빈도가 35.6%(Fig. 7)인 것에 비하

면 맨 얼굴에 대한 불만족도는 평소 화장하지 않는 여성에게

있어 매우 낮다고 하겠다. 또한 화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화

장방법을 몰라서(25.5%), 귀찮아서(27.7%), 화장에 흥미가 없어

서(19.1%) 민감성 피부이므로(17%), 맨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이 좀 더 능숙하게 화장하기를 원하므로(Fig. 4), 화장

방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된다.

Fig. 7. 화장품 구입비용.

Fig. 8. 화장 전과 후의 얼굴만족도. Fig. 9. 화장을 하는 목적.

Fig. 6. 화장품의 소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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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아개념과 화장행동

화장 전과 화장 후의 자기이미지 : Fig. 11은 자기 자신의

성격, 능력, 타인과의 인간관계, 신체적 특성 등을 어떻게 느끼

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이미지로, 화장 전과 화장 후

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화장 후의 자기이미지는 거의

모든 이미지에서 평균이 대체로 중간점수인 3.00(“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다양한 측면에서 화

장을 통한 이미지의 변신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찰된

다. 

자기개념 평가의 30항목에 대하여, 평균의 차에 대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30항목 중 27항목에서 화장 전·후 이미

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1, p< 0.05).

즉 화장 전보다 화장 후의 이미지가 “야한”, “개성적인”, “진보

적인”, “아름다운”, “부드러운”, “우아한”, “따뜻한”, “매력적

인”, “품위가 있는”, “신중한”, “젊디젊은”, “홀쭉한”, “현대적

인”, “깔끔한”, “세련된”, “스타일이 좋은”, “활동적인”, “섬세

한”, “여성스러운”, “멋스러운”, “밝은”, “색다른”, “경쾌한”,

“고상한”, “화려한”, “눈에 띄는”, “청결한”의 이미지에 보다

가깝게 변화되었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의 얼굴은 신체

적 매력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에 대

한 자신감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결과는 얼굴을 통한 신

체 전반적인 이미지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한 권혜숙(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얼굴 매력성이 높을수록 매력적이

고 품위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개성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것

으로 지각된다 라는 연구(이선경, 1993)에서와 같이, 화장을 통

한 여러 각도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변신은 가능하다고 하

겠다. 

이외에도, 자기의식과 화장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Cash·Cash, 1982)에서는 공적자기의식이 강한 여성이 상황에

관계없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정도의 높음은 사회적 불안

을 감소시키고 얼굴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특

히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동기로는 자기

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

Fig. 10. 화장하지 않는 사람의 맨얼굴 만족도 및 화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

Fig. 11. 화장 전·후의 자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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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데, 그들은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

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로인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와 화장을 했을

때의 심리변화 즉, 화장을 통하여 자기이미지의 강화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 후 자기이미지의 구성 요인추출 : Table 1은 화장 후

자기이미지의 평가항목 30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법으로 Varimax 직교회전

(고유치≥1)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고, 누적 기여율은 61.5%였다. 

요인 1은 고유치가 4.45이며, 전체변량의 14.8%를 설명해

주고, “우아한”, “매력적인” 이미지의 항목이 0.7이상으로 높

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메이크업 후의 자기이미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멋스러움’과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

된다. 요인 2는 고유치가 4.31이며, 전체변량의 14.8%를 설명

해주고, “단순한”, “청결한”이미지의 항목이 높은 부하량을 보

여주고 있어, 단순하고 청결한 ‘깔끔한’ 이미지와 관련된 특성

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3은 고유치가 4.28이며

전체변량의 14.3%를 설명해주고, “개성적인”, “야한”이미지의

항목이 0.78, “화려한” 이미지가 0.71로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

고 있어, ‘개성’에 관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4는 고유치가

2.08이며 전체변량의 7.0%를 설명해주며, “현대적인” 이미지의

항목 부하량이 0.77을 나타내어 ‘현대적’ 이미지와 관련된 요

인으로 분석된다. 요인 5와 요인 6은 고유치가 각각 1.72,

1.61이고, 전체변량의 5.7%, 5.3%를 설명해주는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으나 요인 5의 “홀쭉한”항목과 요인 6의 “젊디젊은”

항목의 부하량은 각각 0.83, 0.8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

인 5는 ‘섬세한’한 이미지로, 요인 6은 ‘젊은’ 이미지와 관련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장 후 자아개념의 각 요인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

Table 2는 화장 후 자아개념의 각 요인과 메이크업 후 만족도

및 메이크업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로 나타

낸 것이다. 

자아개념에 관한 각 요인들과 메이크업 후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멋스러움’과 ‘현대적’

이미지였다(p<0.01). 화장 후의 자아개념이 깔끔함, 개성, 섬세

함, 젊음의 이미지 보다는 멋스럽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화장 후

만족도에 더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화장 후 자기이

미지가 우아하고 매력적이며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멋스러움’

과 동시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각될수록 메이크업

후 만족도가 크다고 하겠다.

자아개념에 관한 각 요인들과 메이크업 시간과의 상관관계

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메이크

업 시간과 화장 후 자아개념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추

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른 연령에 비해 외모관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20대 여대생들이 자신의 화장하기 전 맨 얼굴과 화장후의 얼굴

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인식이 화장행동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화장을 통한 자아개념의

외모관리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

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화장 후 자기이미지의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1

멋스러움

요인2

깔끔함

요인3

개성 

요인4

현대적

요인5

섬세함

요인6

젊음

우아한 0.729 0.317 0.186  -0.098 0.133 0.049

매력적인 0.707 0.161 0.251 0.235  -0.042  -0.067

아름다운 0.684  -0.021 0.340 0.190 0.052 0.204

부드러운 0.554 0.275 0.033 0.180 0.111 0.343

침착한 0.539 0.310  -0.197  -0.059 0.461 0.062

멋스러운 0.534 0.266 0.297 0.282  -0.097  -0.057

품위가 있는 0.530 0.383 0.209 0.127 0.258  -0.078

여성스러운 0.507 0.270 0.225  -0.049 0.059  -0.268

단순한 0.045 0.741 0.030  -0.152 -0.057 0.160

청결한 0.229 0.707 0.145 0.191 0.038 0.103

편안한 0.227 0.630 0.135 0.155 0.222 0.314

말끔한 0.345 0.609 0.153 0.332 0.078 0.079

밝은 0.454 0.583 0.145 0.139  -0.172  -0.054

경쾌한 0.279 0.580 0.246 0.361  -0.053 0.173

신중한 0.269 0.562 0.043 0.035 0.400  -0.243

고상한 0.231 0.516 0.407  -0.200 0.371 0.064

개성적인 0.154  -0.013 0.783 0.075  -0.032 0.112

야한 0.090 0.020 0.782  -0.020 0.012  -0.151

화려한 0.144 0.211 0.708 0.015 0.061  -0.132

진보적인 0.280  -0.066 0.640 0.308 0.064 0.135

활동적인 0.035 0.242 0.624 0.147  -0.034 0.143

눈에 띄는 0.121 0.295 0.580 0.351  -0.032 0.050

색다른 0.208 0.458 0.506 0.286 0.051  -0.068

스타일이좋은 0.437 0.170 0.456 0.276 0.234 0.165

현대적인 0.146 0.150 0.237 0.770 0.148  -0.001

세련된 0.453 0.182 0.334 0.547 0.048  -0.030

홀쭉한  -0.054  -0.106 0.050 0.260 0.830  -0.031

섬세한 0.224 0.289 -0.022  -0.309 0.467 0.284

젊디젊은  -0.058 0.145 0.104  -0.030 0.041 0.814

따뜻한 0.485 0.203  -0.138 0.030  -0.074 0.497

고유치  4.45  4.31 4.28 2.08 1.72 1.61

기여율(%) 14.8  14.8 14.3  7.0  5.7  5.3

누적기여율(%) 14.8  29.2 43.5 50.5 56.2 61.5

Table 2. 화장 후 자아개념의 각 요인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항목 멋스러움깔끔함 개성 현대적 섬세함 젊음

메이크업 후 만족도 0.218** 0.083 0.057 0.240** -0.019 0.111

메이크업시간 -0.009 -0.020 0.116 -0.020 0.005 -0.02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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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화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78%가

거의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반면에 전혀 하지 않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났다. 처음

화장을 하기 시작한 연령은, 조사대상자의 53.6%가 대학교 1,

2학년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인 만 16-18세에 화장을 시작

했다고 한 응답자도 39.9%나 되었다. 

화장을 익히게 된 방법은, 혼자 스스로 익히게 되었다는 응

답자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처럼 화장에 대해 특별한 교

육이나 정보원이 없이 스스로 화장법을 익힌 응답자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91.6%가 좀 더 능숙한 화장

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1회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0분이 45.2%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은 응답자의 24.5%가 20~30분이라고 답하였다. 소

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는 화장수, 로션 등의 기초화장품이

8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립글로즈 77.4%, 아이쉐도우

73.8%, 마스카라 72.9%, 눈썹그리기 6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수, 화운데이션, 루즈의 구입비용은, 루즈는 전체응답자

의 76.6%가 1~3만원에서, 화운데이션은 64.6%가 2~5만원 수

준이며, 화장수는 화운데이션과 루즈에 비해, 가격대가 넓게 분

포되어 만원 미만(8.0%)에서 10만원 이상(3.6%)까지 다양한 차

이를 보여, 2~3만원이 31.7%로 가장 많고 1~2만원과 3~5만원

은 약 2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둘째, 화장을 하는 목적과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

사 결과, 자신의 얼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

라고 한 응답자는 맨얼굴일 때 28.8%인데 반해, 화장 후 얼굴

에 대해서는 77.2%로 화장 후 자기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매

우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화장을 하는 목적은,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와 자기 스스로에

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가 각각 30%, 미를 추구하고

싶어서 15.7%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화장행동에 대해 젊은 여

성들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써, 화장의 목적이

미의 추구보다 자신감의 추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응답자의 25.5%가 화장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이 좀 더 능숙

한 화장을 원하므로, 화장방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된다.

셋째, 화장 전·후 자기이미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이미

지 평가의 30항목에 대하여, 평균의 차에 대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30항목 중 27항목에서 화장 전·후 이미지에 대

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1, p<0.05). 즉 화장

전보다 화장 후의 이미지가 “야한”, “개성적인”, “진보적인”,

“아름다운”, “부드러운”, “우아한”, “따뜻한”, “매력적인”, “품

위가 있는”, “신중한”, “젊디젊은”, “홀쭉한”, “현대적인”, “깔

끔한”, “세련된”, “스타일이 좋은”, “활동적인”, “섬세한”, “여

성스러운”, “멋스러운”, “밝은”, “색다른”, “경쾌한”, “고상한”,

“화려한”, “눈에 띄는”, “청결한”의 이미지에 보다 가깝게 변

화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이

미지의 개선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하겠다.

넷째, 화장 후 자기이미지에 대한 평가의 구성요인을 요인분

석 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멋스러움, 깔끔함, 개

성, 현대적, 섬세함, 젊음의 태도로 분류되었고, 총설명력은

61.5%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아개념에 관한 각 요인들과 메이크업 후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멋스러움’과

‘현대적’이미지로(p<0.01), 화장 후 자기이미지가 우아하고 매

력적이며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멋스러움’과 동시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각될수록 메이크업 후 만족도가 크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설문조사시 화장 전후 자기이미

지의 평가가 평소 자기얼굴에 대한 평가로서, 설문조사 당시 실

제로 화장을 한 후 자기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둘째, 화

장행동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본 연구 및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

즉,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 양상과 자아개념과의 관련성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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