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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man's hair style preference and lifestyle-related. A survey was made on 384 men
aged 20 to 39 living in Seoul, Geonggi. Analysis of lifestyle showed that there were the most men preferring aesthetic
sense-oriented lifestyles. They had a high preference for an western type face, middle length of hair, non-wave hair style
in the all group by lifestyle. The long hair and wave hair style were more preferred by the fashion-oriented than the oth-
ers. The plans by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air style which complements into
the western type face and the hair style by the length of growing hair. In addition, the internetmarketing by manly internet
information-oriented group will be a help to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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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동

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여유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미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미적 욕구를 강화 시켰다(강경애, 2007).

지금까지는 외모가 과거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여성들의

주도하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

에는 남성들도 외모를 통해 개성 표현을 연출 하고자 하였고,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남성들의 외모관리 행동은 더욱 다양해졌다(박수

진, 2006). 외모변인 요인 중 하나인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이

미지를 변화 시키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남성들이 대중

매체에 노출되면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성을 표현하는데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개성적인 남성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가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일상생

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소비자로서 20·30대의 남성들은 경제 활동자 뿐

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과 유행의 발신자로서 인접세대에 파급

효과가 크며 소비 상품의 유행을 선호하고 있다(채서일, 1994).

이러한 남성의 미적 욕구 증가와 소비 행태는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오늘날 남성들에 관한 보

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전반의

생각, 관심, 태도, 가치관 등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미용 산업에서 남성 소비자를 분석하는데 있어 남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용실의 적극적인 남성 소비자로 20·30대의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파악하여 미용실 매출

증대를 위한 남성 헤어스타일의 연구·개발 및 고객만족의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남성 소비자의 특징

오늘날 남성들은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

에 갖추고 외모관리도 사회활동의 전략이라 생각하여, 패션과

뷰티, 몸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남성 소비자 계층인

“메트로섹츄얼(Metrosexual)” 이란 용어가 등장 하였다(이문영,

2005). 유창조, 정혜은(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사회에서 부

여하였던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개념이 무너지면서 남성의 치장

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의

외모관리 행위는 심리적 내적 동기와 타인 중심의 동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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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며, 대체로 헤어와 의복, 액세서리(모자, 귀걸이, 반

지 등)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로서 20·30대 남성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자율화, 개

방화, 세계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구매력을 지닌 자기표현의 성향과 자기중심적 가치

관을 지닌 세대라고 지칭되었다(이문영, 김용숙, 2005). 이들은

정보 활용을 능동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패션 쇼핑에서도 다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즉, 20·30대는 70~80년대

경제 발전과 고도성장의 혜택 속에 경제성장을 향유하면서 정

보기술 진화와 급속한 디지털 시대의 영향에 의해 경제적 풍요

로움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 소비로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감각적 소비를 통해

가치 중심의 상징적 구매 패턴을 지닌다(이문영, 2005). 

2.2.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및 분석 방법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분석자들에 따라 개인, 집단,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분석 단위를 달리하며 널리 사용되

어 왔다(신사임, 2002). 라이프스타일이란 일종의 시스템개념으

로서 넓은 의미로 전체사회 또는 사회의 일부분이 지니고 있는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우지영,

2005).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위하

여 Plummer(1974)가 제시한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사회전체에 대한 관심보

다는 소규모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전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20·30대 남

성이라는 소규모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

으므로 거시적 분석방법 보다는 미시적인 방법에 의한 분석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구 통계적 차원 이외에 의생

활, 식생활, 주생활, 자아관, 가치관, 여가관, 인터넷·디지털 등

8개의 주요차원들에 의한 특징을 규명하여 활동(Activity)차원

으로는 인터넷·디지털을, 관심(Interest)차원으로는 의생활, 식

생활, 주생활, 여가관을, 의견(Opinion)차원으로는 자아관, 가치

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3. 현대 남성 헤어스타일의 이해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풍을 말하는 것

으로서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쿠아퓌르

(coiffure)에 해당한다(오혜옥, 2007). 형태, 색채, 질감은 헤어디

자인의 기본요소 이며, 형태는 헤어컷으로 전체 머리형을 이루

는 헤어 폼 이라고 할 수 있다. 질감은 헤어컷과 퍼머넌트 시

술로 모발의 질감, 즉 자연적 모발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색채는 헤어의 자연색 또는 염·탈

색에 의하여 나타난다.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미를 표현하는 역

할을 해왔으며, 신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얼굴형이나

유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발전

하고,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사람의 성별, 지위, 신분, 성격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대 남성은 다양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생활에서

도 소비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그

러므로 오늘날의 남성 헤어스타일은 여성과 달리 남성의 단순

한 헤어스타일만으로도 그 라이프스타일을 어느 정도 분간해

낼 수가 있다. 

또한 현대 남성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방

법으로 화장보다는 헤어스타일의 변형을 선택하여 이미지 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김재숙, 류지원, 2004) 이에 헤어스타일은 남

성들의 인상 지각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김미정,

박숙현, 2009)은 물론이고 생활에 특징적 양상이고 문화, 가치

관, 라이센스, 자산, 규제의 영향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설명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배행숙, 2007).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8월 1일부터 한달 간 서울특별시와 수도

권에 거주하는 만 20세~만 39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총 3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위

하여 AIO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중 요인 적재량은

±0.4로 기준을 두어 변수요약 각 요인 요약 후 관련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 .6 이상의 검

Fig. 1. 얼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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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실시한 신사임(2002), 장지원(2007), 채서일(1994)에서 문

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그 구분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아관, 가치관, 여가관, 인터넷·디지털 7개의 차원으로 하였

으며 21개(리커드 척도,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헤어스타일의 선호도 분석은 선행연구(강경애, 2007; 배행숙,

2007; 이민정, 2007)를 통해 분류를 발췌하였으며 얼굴형, 머리

길이,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의 기준을 발췌하여 일러스트를 재

구성(명목척도)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분석방법으로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

도 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요인 점수를 이용한 K-means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군집을 추출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0대(73.7%)가

30대에 비해 많았으며, 미혼 (81.5%)이 기혼보다 많게 나타났

다. 거주지는 서울-강남(5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학생(3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263명)의 월소득은 100-200만원 미만(33.8%)이 많았

으며, 월지출은 50-100만원 미만(33.5%)이 많았다. 비직장인

(121명)의 경우 월용돈은 10-30만원 미만(48.8%)이 많게 나타

났다.

4.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

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

Fig. 2. 남성 헤어스타일

Fig. 3. 모발 길이

Fig. 4. 헤어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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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

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

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

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멕스(Varimex)회전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결과 행동영역에는 노력지향, 패션지

향, 인터넷 정보지향, 건강지향, 미적감각지향, 내향적사색지향

의 6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6개의 요인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집단의 수를 나누어 본 결과 6개의 경우

표본의 수가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 5개의 집단

으로 군집을 분류하였다. Table 3를 통해 각 요인별 군집의 반

응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 1은 인터넷 정보지향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정보에 민감한 ‘인터넷 정보지향형’으로 명

명하였다. 군집 2는 건강과 영양을 선호하고 노력지향에서는

다소 둔감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건강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건강지향이나 패션지향 요인이 타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인 반면 내향적사색 지향요

인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 비활동적이고 패션과 유행에 둔감

하며 비사교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하는 ‘내향적사색지향형’

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패션지향에 있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패션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미적감각지향에 있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여 ‘미적감각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위와 같이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20-30대의 라이

프스타일의 행동적 특성은 인터넷 정보지향형, 건강지향형, 내

향적사색지향형, 패션지향형, 미적감각지향의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Table 4의 군집분석을 통한 라이프스타일의 빈도

분석결과, 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 분포는 미적감각지향형(23.2%)

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정보지향형, 내향적사색지향형, 패션지

향형, 건강지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4.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

4.3.1. 얼굴형

Table 5는 선호하는 얼굴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

으로 볼 때, ‘서구형(타원형, 장방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이

326명(84.9%)으로 ‘동양형(둥근형, 삼각형, 사각형)’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라이프스타일의 70%이상

이 서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션지향형

의 경우 대다수가 서구형의 얼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01).

4.3.2. 모발의 길이

Table 6의 결과에서 대상자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 머리’가

174명(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Table 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29세 283 73.7

30-39세 101 26.3

결혼상태

미혼 313 81.5

기혼 69 18.0

기타 2 .5

거주지

서울-강동 15 3.9

서울-강서 9 2.3

서울-강남 202 52.6

서울-강북 23 6.0

기타 수도권 135 35.2

직종

사무직 46 12.0

전문직 34 8.8

기술직 46 12.0

서비스직 80 20.8

교육직 6 1.6

경영, 관리직 11 2.9

마케팅 12 3.1

판매직 10 2.6

단순 노무직 4 1.0

학생 121 31.5

무직 3 .8

기타 11 2.9

직장인

월소득

100만원 미만 19 7.2

100-200만원 미만 89 33.8

200-300만원 미만 70 26.6

300-400만원 미만 37 14.1

400만원 이상 48 18.3

합계 263 100.0

월지출

10-30만원 미만 52 19.8

30-50만원 미만 77 29.3

50-100만원 미만 88 33.5

100-200만원 미만 33 12.5

200만원 이상 13 4.9

합계 263 100.0

비직장인 월용돈

10만원 미만 17 14.0

10-30만원 미만 59 48.8

30-50만원 미만 38 31.4

50-100만원 미만 7 5.8

합계 121 100.0

교육정도

고졸 115 29.9

2년제 졸 105 27.3

4년제 졸 140 36.5

대학원 이상 24 6.3

합계 3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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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션지향형이 62.3%로 긴 머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중간머리를 선호하였다(p<.05). 임인숙,

이숙영(2003)의 남자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모발

길이는 귀가 보이는 보통의 길이를 선호한다고 하여 20대의 선

호도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김미정(2004)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은 남성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적당히 짧은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긴머리나 아주 짧은 스타일에 부정적 견

해를 보였다고 하였다.

4.3.3. 헤어스타일

Table 7에서 볼 때,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은 ‘웨이브가 없는

스타일(스포츠스타일, 상고스타일, 레이어스타일, 장발스타일)’

이 215명(5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Table 2.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명

노력지향 패션지향
인터넷정보

지향

내향적사색

지향

미적감각

지향
건강지향

11.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81 .172 .012 -.030 -.051 .019

12.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 .743 .195 -.050 -.029 .064 .121

13. 내 인생은 고생하더라도 성공한 자가 되고 싶다. .713 .050 .074 .028 .136 .043

10. 나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711 .271 .158 -.010 -.015 .142

14.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630 -.079 .109 -.044 .318 .001

1.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128 .869 .088 .023 .009 .097

2. 색깔과 디자인에 센스가 있는 편이다. .219 .831 .051 -.091 .112 .045

3. 옷을 살 때 편안함 보다 패션에 중점을 둔다. .149 .770 .130 .033 .193 -.099

20. 나는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활용 한다. .135 .175 .792 -.003 .015 .023

21. 나는 휴대폰이 잠시라도 손에서 멀어지면 매우 답답하고 불편하다. -.139 .168 .711 .009 .019 .189

19.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 1회 이상 한다. .242 -.093 .703 .052 .063 -.159

17. 영화나 연극, 비디오를 자주 감상하는 편이다. .054 .115 -.066 .778 -.025 .064

18. 여가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066 .001 .107 .752 .113 .122

16. 휴일에 외출하기 보다는 집에서 쉰다. -.045 -.149 .013 .706 -.109 -.126

9. 가구나 실내장식은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중요하다. .075 .096 .040 -.014 .852 .061

8. 집안을 잘 꾸미기 위해 신경을 쓰는 편이다. .171 .168 .029 -.004 .763 .144

5.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식품을 자주 이용한다. .092 -.060 -.014 .146 .043 .839

4. 맛 집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146 .099 .066 -.086 .161 .801

고유값 2.831 2.342 1.722 1.716 1.542 1.524

분산% 15.729 13.014 9.565 9.535 8.567 8.467

신뢰도 .794 .828 .608 .609 .642 .631

Table 3.  각 요인별 군집의 반응

구분
군집

F p
1 2 3 4 5

노력지향 .36221
c

-1.77705
a

.21884
b

.44283
c

-.00368
ab

67.521*** .000

패션지향 -.07444
ab

-.08252
ab

-.89876
a

.85040
c

.23813
b

39.080*** .000

인터넷 정보지향 .47801
c

.08870
b

.38850
c

-.25221
ab

-.66157
a

20.005*** .000

건강지향 .36328
c

.42010
c

-.23556
a

.18686
b

-.50958
a

12.553*** .000

미적감각지향 .35527
b

-.10988
ab

-.41336
a

-.88393
a

.87426
c

38.989*** .000

내향적사색지향 -.90697
a

-.17411
ab

.60705
c

.04145
ab

.35271
b

29.870*** .000

**p<0.001                                                                                                  Duncan : a<b<c

Table 4.  군집분석을 통한 라이프스타일의 군집분류표

군집 라이프스타일 종류 빈도(%)

군집 1 인터넷 정보지향형 86(22.4)

군집 2 건강지향형 47(12.2)

군집 3 내향적사색지향형 85(22.1)

군집 4 패션지향형 77(20.1)

군집 5 미적감각지향형 89(23.2)

합계 3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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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션지향형의 경우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C컬(볼륨)웨이브,

자연스런 S컬웨이브,상고 C컬웨이브,강항 S컬웨이브)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인터넷정보지향형, 건강지향형, 내향적사색지

향형, 미적감각지향형의 경우 웨이브가 없는 스타일(스포츠스

타일, 상고스타일, 레이어스타일, 장발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

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p<.01). 김양휴(1996)의 20대 대

상 연구에서 직모의 컷 스타일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Fig. 5. 동양형

Fig. 6. 서구형

Table 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얼굴형

구분
라이프스타일

소계 χ
2
(p)

인터넷정보 지향형 건강 지향형 내향적사색 지향형 패션 지향형 미적감각 지향형

동양형
8 12 17 4 17 58

14.837**

(.005)

(9.3%) (25.5%) (20.0%) (5.2%) (19.1%) (15.1%)

서구형
78 35 68 73 72 326

(90.7%) (74.5%) (80.0%) (94.8%) (80.9%) (84.9%)

전체
86 47 85 77 89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1

Table 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모발의 길이

구분
라이프스타일

소계 χ
2
(p)

인터넷정보 지향형 건강 지향형 내향적사색 지향형 패션 지향형 미적감각 지향형

짧은 머리
11 13 15 3 22 64

38.394***

(.000)

(12.8%) (27.7%) (17.6%) (3.9%) (24.7%) (16.7%)

중간 머리
38 22 47 26 41 174

(44.2%) (46.8%) (55.3%) (33.8%) (46.1%) (45.3%)

긴 머리
37 12 23 48 26 146

(43.0%) (25.5%) (27.1%) (62.3%) (29.2%) (38.0%)

전체
86 47 85 77 89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스포츠스타일 상고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장발 C 스타일

 

Fig. 7. 웨이브가 없는 스타일

C컬(볼륨)웨이브자연스러S컬웨이브 상고S컬웨이브 강한S컬웨이브

 

Fig. 8.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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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배행숙(2007)의 연구에서도 30-40대는 유행이 웨

이브나 긴 머리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있어 보인

다고 했다고 하였다.

4.4.4. 헤어컬러링 범위

Table 8의 결과에서 선호하는 헤어컬러링 범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염색은 원한다(전체, 부분염색 선호)’가 221명(57.6%)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4.5. 헤어컬러링

Table 9에서 선호하는 헤어컬러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적으로 볼 때, ‘어두운 계열(블랙, 블루블랙, 어두운 갈색, 자주)’

이 333명(86.7%)으로 높게 나타났고, ‘밝은 계열(황갈색, 오렌

지, 회색, 금색)’은 51명(13.3%)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 20·30대 남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알아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분석결과, ‘미적감각

지향형’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정보지향형’, ‘내향적사색지향

형’, ‘패션지향형’, ‘건강지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서구형’

중 ‘타원형’을, 모발의 길이는 ‘중간머리’로 ‘웨이브가 없는 스

타일’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모든 라이프스타일과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분석한 결

과, 얼굴형은 ‘서구형’ 중 ‘타원형’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패션

지향형’이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머리’와 ‘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른 추후 고객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얼굴형을 타원형으로 보완하는 헤어스타일의

개발과 포트폴리오를 이용이 필요하며 길어지는 모발 길이에

따른 S컬 웨이브의 다양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미용실의 남

성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

하여 헤어스타일 선호도를 분석하고 직원 기술 교육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구분
라이프스타일

소계 χ
2
(p)

인터넷정보 지향형 건강 지향형 내향적사색 지향형 패션 지향형 미적감각 지향형

웨이브가

없는 스타일

49 34 50 29 53 215

16.364**

(.003)

(57.0%) (72.3%) (58.8%) (37.7%) (59.6%) (56.0%)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

37 13 35 48 36 169

(43.0%) (27.7%) (41.2%) (62.3%) (40.4%) (44.0%)

전체
86 47 85 77 89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1

Table 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헤어컬러 범위

구분
라이프스타일

소계 χ
2
(p)

인터넷정보지향형 건강지향형 내향적사색지향형 패션지향형 미적감각지향형

원한다.
53 21 48 50 49 221

5.758

(.218)

(61.6%) (44.7%) (56.5%) (64.9%) (55.1%) (57.6%)

원하지 않는다
33 26 37 27 40 163

(38.4%) (55.3%) (43.5%) (35.1%) (44.9%) (42.4%)

전체
86 47 85 77 89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g. 9. 어두운 계열

Fig. 10. 밝은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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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라이프스타일에서 20-30대 남성의 인터넷 정보지향형

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남성 고객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로의 이용을 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30대에 비해 20대로 치중되어 균질한

연령대의 변수에 따른 도출이 어려웠으며, 다양한 직종 분류,

결혼 여부가 균질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이 서

울의 강남 지역과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 몰입되어 조사대상자

가 서울 전 지역 또는 전국적인 차이를 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가 남성 소비자들에게 형성되는 미용 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후속 연구에서

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남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

양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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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헤어컬러링

구분
라이프스타일

소계 χ
2
(p)

인터넷정보지향형 건강 지향형 내향적사색 지향형 패션 지향형 미적감각 지향형

어두운 계열
74 38 79 65 77 333

4.654

(.325)

(86.0%) (80.9%) (92.9%) (84.4%) (86.5%) (86.7%)

밝은 계열
12 9 6 12 12 51

(14.0%) (19.1%) (7.1%) (15.6%) (13.5%) (13.3%)

전체
86 47 85 77 89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