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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male applicant's facial attractiveness and feminine- 
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and hiring decision. The research design of study consisted 
of 3(facial attractiveness high, middle, low)×2(feminine and masculine clothing image) factorial design. The subject 
consisted of 243 persons whose occupation were mid-sized companies' administrator in Gwangju and Seoul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Duncan test, ANOVA,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These factors were given the titles of 
task performance, cooperation and self-management factors. Second, applicant's facial attractiveness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management an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operation. Third, applicant's facial attractive-
ness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hiring decision.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 of female applicant's facial attractive-
ness and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and hiring decision were not significant. 

Keywords: facial attractiveness(얼굴 매력성),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의복의 여성성, 남성성), job 
performance evaluation(직무수행능력판단), hiring decision(고용의사결정)

 

I. Introduction

그간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소위 스펙 쌓기에 열중해 왔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업에 응모하기 위해 작성

하는 이력서에 공인된 영어 점수, 성적, 해외연수 경

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모전 수상 등을 기록하게 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스펙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면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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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Job interview stress”, 2010). 면
접관들이 응시자들의 스펙만이 아니라 의복을 위시

한 외모단서들을 이용해서도 그들을 평가하고 그러

한 평가가 고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외모를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형을 하거나 적절한 의복, 
화장 혹은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개선

하는 데에 많은 시간, 돈 및 노력을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한 취업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접관에게 보다 더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성형을 한 번 이상 고려해봤다

는 구직자가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How 
important is”, 2009)로 뒷받침된다. 

연구자들 역시 신체적 외모가 매력적이라거나 좋

다는 것이 구직 상황에서 이점이 된다는 것을 밝혀

왔다. 예컨대, Pansu and Dubois(2002)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더 능력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며, Jawahar and Mattsson(2005) 또한 응시자

의 매력성이 취업기회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

나 Kim(1993)은 얼굴이 매력적인 여성이 직장에서

의 역할 수행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피고용인으로도 특별히 선호되지 않았다고 밝힘으

로써 여성의 얼굴 매력성이 직업관련 상황에서 반드

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한편, 직업상황에서 신체적 매력성과 더불어 면

접 시 착용하는 의복이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Conner, 
Peter & Nagasawa, 1975; Lapistky & Smith, 1981; 
Lennon & Miller, 1984). 특히 Heilman and Saruwatari 
(1979)는 여성들이 관리직에 지원할 때 가능하면 

남성처럼 보이는 것이 채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

다. Forsythe, Drake, and Cox(1984) 역시 의복의 남

성성이 응모자의 관리적 특성에 대한 지각과 고용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하였고, 여성이 관리직에 응모할 때 너무 여성적이

기보다는 너무 남성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결과들에서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적인 의복이 모든 직업분야의 고용

의사결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

한 종류의 직업분야에서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여

성이 능력까지 겸비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여성이 전문적인 동등함을 전

달하기 위해 남성이 착용하는 것과 유사한 비즈니

스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권유받지만 그것은 더 여

성스러운 것이어야 하며, 남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 역할과 너무 유사한 외모를 제시하는 여성은 부

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Johnson and 
Workman(1994)의 주장은 이와 같은 유추를 가능하

게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직업면접 상황

에서 지원자의 얼굴 매력성 후광효과가 존재하고 

있는가와 남성적인 의복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적

인 의복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가의 여부를 

재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직업상황과 관련하여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 혹은 후광효과를 다룬 연구(Kim, 1993; 
Lee & Koh, 1995), 신체적 매력성과 의복의 적절성

이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Chung 
& Kim, 2001) 및 항공사와 호텔, 판매직과 같은 서

비스분야에서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이 고객에게 인

지되는 서비스수행능력 판단이나 전문성 지각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Cho, 2006; Hwang, Yun & 
Sul, 2003) 등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직업을 얻기 

위한 면접상황에서 의복을 포함한 신체적 외모가 

직무수행능력 판단이나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위한 면접상황을 

설정한 후 여성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
성성이 업무수행능력 판단 및 고용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II. Background 

1.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and hiring 
decision in interview

최근 한국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방법은 기업마

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Shin(2007)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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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필기시험에 이은 부

차적인 평가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

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조

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였다. Lee and Kim(2010)
도 한국 공채 문화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공채환경에서의 

채용기법을 분석한 결과, 기업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의 심층면접이 실시되는 등 면접의 비중과 중요성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0년대 면

접경향은 직무 위주로 평가하는 역량면접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역량면접이 강화되는 

이유는 어느 기업이건 스펙보다는 잠재적 직무수

행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은 바람직한 성과물을 얼마나 정확

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품질 있게 생산하는

지의 정도로 정의되거나(Hunter & Hunter, 1984), 경
제적 보상이 따르는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자기개념, 경험 및 근

면, 성실 등의 총합체로 정의(Na et al., 2003)되는 

개념이다. Korean Chamber of Commerce(2010)는 

직무수행능력을 인성역량, 공통직무역량, 전문직무

역량이라는 3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성역량은 

업무에 임하는 자세,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역량으로, 공통직무역량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

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역량으로, 전문직

무역량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적

인 역량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은 직업기초능력을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

적 영역으로 대별하고, 인지적 영역은 의사소통, 자
원, 정보, 기술의 처리 및 활용, 글로벌 역량, 종합

적 사고력이라는 4개 하위영역으로 세분된다고 하

였으며, 정의적 영역은 대인간계 및 협력, 자기관리

라는 2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Hong, 
2011 재인용). 

한편, David and Neal(2002)은 직무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핵심기술 숙련, 직무헌신, 대인관계촉진

이라는 3개 차원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Cho(2006)는 항공사승무원의 서비스수행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과제수행, 직업헌신, 인간관계라는 3
개 차원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Magid 

and Jack(1995)은 승진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생산성

이나 질, 지식 등과 관련된 직무 차원과 회사와 조

직과 관련된 관계성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채용을 위한 면접상황에서 면접관

들은 응시자들의 스펙과 의복을 위시한 외모 단서들

을 통해 잠재적 피고용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예측해

야 하고, 그러한 예측에 따른 평가가 고용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한 채용정보 

업체가 주요 기업의 인사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면접 시 응시자

의 외모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

며, 49%가 외모로 지원자를 차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man resources representativ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외모 단서인 응모

자의 얼굴매력성과 의복의 유형이 업무수행능력 평

가와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2. The halo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the occupational context

대인지각과정에서 대상의 신체적 매력성이 후광

효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 예컨대, Miller(1970)와 Dion, Berscheid 
and Walster(1972) 등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들은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유머러스하

고, 유능한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Webster and Driskell(1983)은 더 나아가 피험자

들이 지각대상의 신체적 매력성을 일반적인 능력

과 관련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신체적으로 매

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과제를 더 잘 수행할 것

이라는 일반화된 기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Lener, 
Delaney, Hess, Jovanovic and Eye(1990)도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일치되는 학

업수행능력을 귀인시켰다고 밝혔으며, Pansu and 
Dubois(2002) 역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더 

능력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한편, Carlson(1967)은 면접 시 지원자의 외모가 

그의 기본적 정보(personal history information)에 비

해 두 배의 가중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rvey and Campion(1982)은 면접 시 지원자의 매

력성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밝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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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Jawahar and Mattsson(2005) 역시 응시자의 매

력성이 그의 취업기회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체적 매력성 후광효과가 항상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들 또한 보고

되어 왔다. 예컨대, Kim(1993)은 매력적인 얼굴의 

여성은 덜 따뜻하고, 덜 친절하며, 더 허영심이 많

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으며, 또한 

덜 매력적인 여성보다 고용인에게 특별히 선호되

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Stefanie, Kenneth, Podratz L 
and Ellie(2010) 역시 신체적 매력성이 여성에게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특히 남성

적인 유형의 직업에 응시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신

체적 매력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응시자의 얼굴매력성이 업무수행 능력 판단과 고

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The effect of clothing in the occupational 
context

제 2의 피부 혹은 가시적 자아로 지칭되기도 하

는 의복은 신체와 가장 근접한 환경이며 인상형성

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Hamid(1968)는 얼굴

보다는 의복 스타일에서 일관된 특질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고정 관념적 인상은 얼굴의 특

징보다 의복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Lee(1993) 또한 의복은 얼굴의 인상을 향

상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상식을 능가하여 

얼굴보다 더 강하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Lee and Song(1982) 역시 의복은 처음 접촉하는 

경우나 제한된 접근 상태에서는 신체보다 인상형

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은 전통적으로 미적인 외모표현을 위

해 패션에 의존하여 의복을 선택해 왔으나, 여성의 

직업이 남성 지배적인 직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의

복 상징들이 여성의 역할 전달 매체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Belleau, Miller & Church, 1988). 
Goudge and Littrell(1989)은 직업시장이 점점 더 경

쟁적이 되어감에 따라 면접상황에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Christman and Branson(1990)는 면접상황에서 평가

자가 의복과 같은 외모단서들에 근거하여 응시자

의 특질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고, Johnson and 
Rooach-Higgins(1987)는 채용을 위한 면접상황에서 

여성 응시자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의복이 더 큰 영

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이를 채용 담당자가 직업 

면접에 부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다른 직

업적 상황에서도 실수하기 쉬울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 절반 가

량이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

지 않아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지원자의 경우 ‘과도하게 노출된 상의’(68.8%)
와 ‘요란한 액세서리’(56.3%)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옷차림으로 지적되었던 반면, 인사담당자들에게 

선호되었던 옷차림은 세미정장(45.5%), 정장(21.2%), 
캐주얼 정장(19.5%)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Un-
sightliness attire, eliminated the 1 position”, 2010). 

한편, Forsythe et al.(1984)은 의복의 남성성이 응모

자의 관리적 특성에 대한 지각과 고용의사결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Glick, Larsen, Johnson, 
and Branstiter(2005)는 관리직 응시자들이 면접에서 

비즈니스 정장을 착용했을 때보다 섹시한 의복을 착

용했을 때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더 부

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고 밝힘으로써, 면접 시 의복

의 특정 이미지가 업무수행능력 판단 및 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맥락에서 남성적인 의복의 

유효성을 밝혀왔던 선행연구들(Heilman & Saruwatari, 
1979; Forsythe et al., 1984; Glick et al., 2005)에 근

거하여 의복의 여성성/남성성 이미지가 업무수행능

력 판단 및 고용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III. Methods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지원자의 얼굴매력성이 업무수행능력 판

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원자의 얼굴매력성이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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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지원자의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이 업무수

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원자의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이 고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원자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

남성성이 상호작용하여 업무수행능력 판단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지원자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

남성성이 상호작용하여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Experimental design
본 연구는 3(얼굴 매력성의 정도: 높은, 중간, 낮

은 매력도)×2(의복의 성유형:여성성/남성성)의 피

험자 간 설계로 하였다.  

1) Stimuli   
(1) 모대학 피부미용과 4학년 학생 30명의 정면

얼굴을 촬영, 3cm×4cm 크기로 인화한 후 의류학과 

피부미용과 전문인 30명으로 구성된 판단자 집단

에게 제시하여 지각된 얼굴 매력성을 1(낮은), 2(중
간인), 3(높은)으로 표시케 하였고, 각 범주에서 판

단자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1명씩의 얼굴사진을 자

극인물의 얼굴로 선정하였다. 
(2) 2010년 가을 시즌의 여성 정장 중 포멀한 바

지정장 3벌과 가슴이 깊이 파이고 치마 길이가 다소 

짧은 3벌의 원피스를 선정한 후, 직장인 30명으로 

<Table 1> Facial attractiveness

Facial attractiveness
Perceived facial attractiveness 

High
(N=39)

Middle
(N=40)

Low
(N=42) F-value

M(SD)
3.47
(.97)

A

2.93
(.84)

B

2.19
(.87)

C
45.48***

***P<.001. ABC: Duncan Test 결과.

<Table 2>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Perceived feminine-
masculine clothing image 

Feminine
(N=60)

Masculine
(N=61) t-value

M(SD) 3.53(1.17) 2.38(1.00) 66.06***
***P<.001.

구성된 예비조사 집단에게 제시하여 가장 남성적

으로 평가되었던 정장 1벌과 가장 여성적으로 평가

되었던 원피스 1벌을 각각 남성적인 의복과 여성적

인 의복으로 선정하였다. 
(3) 자극인물의 체형을 통제하기 위해 얼굴 매력

성 조작을 위한 사진촬영에 참여했던 30명의 여대

생들 중 2010년 20대 한국표준 체형인 신장 162cm, 
체중 52kg에 가장 근접한 체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1명을 착의모델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착의모델에게 

2벌의 의복을 착용시켜 정면사진을 촬영하였다. 
(4) 매력성의 수준이 다른 3개의 얼굴에 2유형의 

의복을 착용한 착의모델의 신체를 컴퓨터를 이용

하여 교체시켜 합성한 후 8cm×12cm 크기로 출력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6개의 자극인물 사진이 제

작되었다. 

2) Manipulation check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 수준과 의복의 여성성/

남성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의 피험

자와 유사한 직급의 직장인 121명으로 하여금 먼

저 사진 속 여성의 얼굴 매력성을 ‘매력있는-매력

없는’, ‘멋있는-멋없는’,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은’
의 3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다음으로 

‘사진 속 여성이 착용한 2유형의 의복에 대해 각각 

‘여성적인’, ‘남성적인’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케 

한 후 각각 F-test와 Duncan test, t-test를 실시한 결

과는 <Table 1>,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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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조작된 얼굴의 매력성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의 여성성-남성성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 수준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 조작이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 Measurement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상황 시나리오와 함께 6

개의 자극인물 사진들 중 1개의 사진이 부착된 6종
류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각 질문지의 

내용은 사진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 Job performance evaluation
자극인물의 업무수행능력 판단을 위해 Magid and 

Jack(1995)가 사용한 문항들 중 본 연구에 적절한 

총 12문항을 선정하여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응답하

게 하였다. 

(2) Hiring decision 
피험자가 자극인물을 채용할 것인가를 묻는 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의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job performance 

요인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1
Task performance

․She seems to be professional at tasks.   .82   .20   .18
․She seems to be quick at business processing.   .80   .17   .28
․She seems to be good at task performance.   .85   .23   .20
․She seems to be able to perform tasks.   .83   .20   .18
․She seems to be proficient in business processing.   .78   .24   .26

Factor 2
Cooperation 

․She seems to comply with the company's rules and laws.   .39   .70   .22
․She seems to be loyal to company.   .28   .76   .11
․She seems to be loyal to supervisor.   .27   .85   .12
․She seems to be cooperative with organization.  .19   .73   .22

Factor 3
Self-management 

․She seems to do well self-development.   .31   .23   .78
․She seems to do well time management.   .38   .36   .68
․She seems to do well self health-care.   .14   .28   .68

Eigen value  6.14  1.53  1.10
% of variance explained (%) 51.17 12.70  9.19

Cumulative (%) 51.10 63.90 73.10
Reliability (α)   .92   .82   .79

4) Subjects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인사부서 및 직원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부급 임직원 총 27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5)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201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광주지역

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간부급 직원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를 6개 실험 조

건들 중 1개의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한 후, 한 여

성의 사진이 부착된 질문지에 제시된 상황 시나리

오를 읽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270부 중 응답이 불완전한 27부를 제외한 24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7.0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분산분석, Duncan 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ult and Discussion

1. The influence of facial attractiveness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1) Factor analysis of job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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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의 얼굴 매력성이 업무수행능력 판

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업무수행

능력 판단에 관한 12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처럼 고유치 1 이상이고, 요인 부하량 .40 이상인 3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3개의 업무수행능력 

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2, .82, .79로 높게 나

타났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73.1%로 

파악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51.17%를 설명하였고, 업

무 능숙도, 성과, 자질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되는 

문항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업무능력 차원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2.7%를 설명하였으

며, 회사 및 조직과의 협조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

함했기 때문에 협조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
은 전체 변량의 9.19%를 설명하였으며, 자기개발이

나 시간관리, 자질 관련 개발 등에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자기관리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2) The influence of facial attractiveness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피험자가 자극인물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

악하기 위해 ANOVA 및 Duncan-test를 실시한 결

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은 그의 전체적인 직무수

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4> The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Facial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High
(N=84)

Middle 
(N=63)

Low
(N=96) F-value

Task performance 3.30
(.79)

3.01
(.75)

3.15
(.88) 2.26

Cooperation
3.28
(.72)
AB

3.07
(.78)

B

3.38
(.79)

A
 3.07*

Self-management 
3.59
(.76)

A

3.35
(.91)
AB

3.23
(.90)

B
 4.04*

Job performance 3.39
(.64)

3.15
(.68)

3.25
(.70) 2.41

*P<.05.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자극

인물의 얼굴매력성이 직무수행능력의 하위차원인 협

조성(F=3.07, P<.05) 차원과 자기관리(F=4.04, P<.05) 
차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 수준이 ‘하’인 

경우 협조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M=3.38)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고, 얼굴 매력성 수준이 ‘상’인 경우 자

기관리 차원에서 높은 점수(M=3.59)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대상의 얼굴매력성이 

그의 업무수행능력 판단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과 얼굴매력성이 높은 응시자가 자기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 받았고, 얼굴매력성이 낮은 

응시자는 협조성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에게 신체적 매력성이 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 Stefanie et al.(2010)
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

력적인 얼굴의 여성이 덜 따뜻하고 덜 친절하며 더 

허영심이 많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직장생활에서

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힌 Kim(199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2. The influence of facial attractiveness on 
hiring decision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 수준이 피험자의 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및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피험자가 자극인물을 고용할 것인가의 결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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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on hiring decision

Facial attractiveness 
Dependent variable

High
(N=84)

Middle
(N=63)

Low
(N=96) F-value

Hiring decision
3.21

(1.05)
A

2.90
(.92)

B

2.56
(.93)

C
10.00***

***P<.001.

극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F=10.0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고

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매력성과 유능함 간 상관성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성의 편향(attractiveness 
heuristic)이 작용하여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

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Langlois et al, 2000; Zebrowitz, 
Hall, Murphy, & Rhodes, 2002)의 결과와 유사하며, 
고용의사결정에 얼굴 매력성이 후광효과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The influence of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자극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이 그

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유형의 의복에 대한 

평균점수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자극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여성성/남성

성은 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상황에서 바지정장과 스커트

<Table 6> The influence of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Clothing image 
Dependent variable

Feminine
(N=110)

Masculine
(N=133) t-value

Task performance 3.20
(.83)

3.14
(.82) .56

Cooperation 3.31
(.81)

3.22
(.73) .36

Self-management 3.38
(.91)

3.39
(.82) .90

Job performance 3.30
(.69)

3.25
(.67) .59

정장에 대한 피험자의 호감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난 Dillon(198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관리직에 응시할 때 

여성적 특성을 지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관리직

에 요구되는 능력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밝힌 Glick, Larsen, Johnson, and Branstiter(2005)
의 연구와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전문직

을 위한 면접 시 정장차림이 통과의례의 한 상징으

로 기여할 수 있다는 Solomon and Anand(1985)의 

주장, 스커트정장 혹은 재킷을 착용한 여성이 재킷 

없이 다른 다양한 조합의 의복을 착용한 여성보다 

더 전문적으로 판단되었다는 Craighead(1985)의 연

구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 여

성들의 능력이 남성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으로 진출하고 있어 과거 

직업맥락에서의 여성적인 외모에 대한 편견이 배

제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 The influence of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hiring decision 

자극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이 피

험자의 고용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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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두 유형의 의복에 대한 평균점수로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으며, 자극인

물이 착용한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은 피험자의 고

용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의복

의 여성성-남성성이 업무수행능력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Interaction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

성이 상호작용하여 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피

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얼굴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을 독립변인으

로, 업무수행능력 판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직무수행능력 판단에 대한 얼굴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

<Table 7> The influence of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hiring decision

Clothing image
Dependent variable

Feminine
(N=110)

Masculine
(N=133) t-value

Hiring decision 2.85
(1.06)

2.90
(.94) .74

<Table 8> The interaction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job performance evalu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Job performance evaluation (F-value)

Task performance Cooperation  Self-management Job performance

Facial attractiveness 2.22 3.15  3.80* 2.28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56 1.16  .02  .42

Facial attractiveness×Clothing image  .68  .71  .10  .59

*P<.05.

<Table 9> Interaction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fe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hiring decis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Facial attractiveness Clothing image Facial attractiveness×
Clothing image 

Hiring decision
(F-value) 9.41 .13 2.38

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얼굴매력성 수준

이 다른 여성들이 각각 어떤 유형의 의복을 착용하

거나 간에 그들의 업무수행능력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Interaction effect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fefminine-masculine clothing image on hiring decision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

이 상호작용하여 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
남성성을 독립변인으로, 고용의사 결정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고용의사 결정에 대한 얼굴 매력성과 의복의 여

성성/남성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취업을 위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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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

재하는가와 응모자가 착용한 의복의 남성적 특성

이 직업관련 업무수행능력 판단과 고용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

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이 전체적인 직무수

행능력 판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무수행능력의 협조성(F=3.07, P<.05) 차원과 자기

관리(F=4.04, P<.05) 차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굴매력성

이 낮을수록 협조성은 높게 판단되었으나, 얼굴 매

력성이 높을수록 자기관리에 대한 판단은 높게 지

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극인물의 얼굴매력성이 고용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극인물의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은 직무

수행능력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자극인물의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은 고용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직무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자극인물

의 얼굴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자극인물의 얼

굴매력성과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의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먼저 직업을 위한 면접상

황에서 응모자의 얼굴매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 

직무수행능력 판단에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나, 고용의사결정에는 여전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응모자가 착

용하는 의복의 여성성/남성성은 직무수행능력 판단

과 고용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이 

취업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가능하면 남성

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혀왔

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현재 다양한 패

션이 공존함에 따라 TPO의 개념이 약화된 데에 기

인하거나 우리 사회의 ‘의복파괴’ 현상, 예컨대, 창

의력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의 CEO들이 직원들에게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의복을 착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아닌 직원 채용을 담당할 개

연성이 있는 잠재적 면접관을 피험자로 하여 응모

자의 업무수행능력 판단과 고용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채용을 위한 면

접상황에서 여성 응모자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의

복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Johnson & 
Rooach-Higgins, 1987)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옷차림에 영향

을 받는다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Unsightliness attire, 
eliminated the 1 position”, 2010)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가 면접상황에서 의복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

어 의복의 남성성/여성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직업유형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판단과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응모자들의 의

복의 효과를 재검증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

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면접시험에서 인사담당자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응모자들의 업무수행능력 판단과 고용가

능성에 미치는 소위 스펙과 외모의 상대적 영향력

을 파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일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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