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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diation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and job search efficacy.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components of 

personal 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job search efficacy, 

questionnaire items were developed.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422 students from women's university in Seou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and moderate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job search efficacy. 

Second,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was found to have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efficacy while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visual image, 

and social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earch skill.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earch strength. However,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or social ima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strength. Third, fashion management behavior among compon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uld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and job search efficacy, indicating that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and visual image among components personal 

image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job search skill among job search 

efficacy, but also has an indirect effect on job search skill by affecting fashion 

management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personal image effectively and increase satisfaction with oneself through activ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o improve job search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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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취업불황

의 시대에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여대생에게 있어 경쟁력 있

는 이미지 구축과 외모관리 행동은 자기효능감과 구직효능

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청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년 청  2017

년 세 고용율은 로 년 을 저점으로 (15~29 ) 42.1% 2013 (39.5%)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실업률 역시 로 년 실업9.8% 2012 (

률 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7.5%) (Statistics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증가 하고 Korea, 2018).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취업에 대한 불

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 

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에게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

는 변인을 찾아 효과적인 자기관리와 경력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자신감 있게 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용불황의 사회적 환경 속에  

서 여대생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의 자아가 총체적으

로 투영되고 평가되는 퍼스널 이미지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외모관리행동을 매개변수로 설정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퍼스널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개인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역량과 

가치가 하나의 이미지로 표상화 되어 평가되는 도구적 기능

을 갖고 있기에 현대인들은 사회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퍼스

널 이미지를 자기개발과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

용하고 있다 퍼스널 이미지는 다양성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총체적으로 투영하고 표현하는 인지적 자기개념임과 

동시에 개인에게 내재된 다양한 속성이 타인의 가치관 패러, 

다임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형성되고 평가되는 사회 심리, ·

적 의미가 내포된 중의적 개념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의 경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투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이미지 메이킹을 교육하는 기관

이나 취업관련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퍼스널 이미지 구축

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의 중요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

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개발과 진로개발 등 자기효능. 

감 및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의 중요성이 

실증적 연구(Hoscodo, Stone-Romero & Coats, 2003; 

를 통해 밝혀지면서 구직을 Roberts, 2005; M. Kim, 2017)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있어 퍼스널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은 자기만족을 위한 심리적 차원의 변수에서 전략적 관리 

차원의 변수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확장되고 있다.   

구직효능감은 성공수행의 자기확신 개념으로 구직성과를   

이루게 하려는 의지를 지속화시키는 동인으로써 청년 고용

불안이 집중되고 있는 현 사회적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성공수행의 자

기확신 개념이다 구직효능감이 구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 

변수로써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부각되면서 구직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구직정보의 

탐색이나 효과적인 구직기술의 활용 등 구직을 위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효 변수 도출을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진로와 구직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Kim & 

Han, 2012; Kim & Roh, 1998; Saks & Ashforth, 2006; 

Wanberg, Kanfer & Rotundo, 1999).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같이 퍼스널 이미지가 자신의 정  

체성과 개성을 함의하며 개인의 가치를 평가 하는 사회적 

도구로써의 기능을 내포함과 동시에 외모관리행동이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심리학적 기저로써 

소비행동학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효능감과

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이 외모관리행동과 M. Kim(2017)

구직효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유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능력에 대

한 확신으로부터 형성된 자기확신 개념으로 성공을 위한 자

기관리 개념의 퍼스널 이미지 및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성

을 규명하기 위해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여대생에게 퍼스

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변수로서의 의미

를 일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그 영향력의 유의성을 . 

기반으로 퍼스널 이미지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외모관

리행동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퍼스널 이미지 구

성요소와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변수로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학문적 의미와 효용성을 밝히

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이론적 연구와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연구  

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퍼스널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구직효  , 

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변

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정리함으로써 퍼스널 이

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 연구에 의미 있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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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찰하고 퍼스널 이미지 구성요소와 외모관리행동 구, , 

직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한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들 간의   , ,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들이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변수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퍼스널 이미지 구성요소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로써 외모관리행동의 

효과와 영향의 범위를 규명한다. 

이론적�배경�II.�

퍼스널�이미지의�구성요소�1.�

퍼스널 이미지란 개인의 신념과 느낌 외형적 특징이 이미지, 

화되어 총체적으로 투영되는 심상 의 개념으로 실상과 ( )心象
허상의 집합체가 주관적 사고와 객관적 객체에 의해 형성되

고 평가되는 상징화된 형상이다 는 개인이 . Rosenberg(1986)

자기 자신을 객체로 대상화하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 총체적 이미지를 자기 이미지 로 규정하며 신(self image) , 

체적 특성과 가치관 능력에 대한 인식의 총체라고 하였다, . 

은 퍼스널 이미지를 자기이미지 개념Yoon and Park(2010)

에서 확장하여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각인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의 총체로 정의였다 은 . Kim(2011)

퍼스널 이미지를 개인의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특질이 사, , 

회 심리적 측면의 자아로 형성되어 내적 가치관과 외적 행·

동 태도 등으로 투영되는 시각적 형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 

S. Kim 은 개인의 총체적인 특성이 주관적 객관적인 (2014) ·

판단과 평가로 재구성되는 종합적인 자화상으로 규정하였다. 

퍼스널 이미지에 내포된 사회 심리적 개념은 퍼스널 이미  ·

지가 사회적 성취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써 사회적 유용성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단서로 심리적 연구가들은 퍼스널 이미

지 만족이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를 사회적 현상과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은 직장과 대인관계에. Spangler and Stice(2001)

서 개인의 외모는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자신의 외적 , 

이미지에 대한 만족감은 인간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대인관계와 직장에서 유용성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는 시각적 이미지가 투영되. Kaiser(1998)

는 첫 인상은 개인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침으로 이미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외적 이미지 성격적 이미지 성향적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 , 

진단과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은 긍정적인 퍼스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Kim(2008)

이미지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각적

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이미지 관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퍼스널 이미지가 개인적 차원의 자기이미지 개념  

에서 사회적 규범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평가되는 총체적 

의미를 담은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퍼스널 이미지

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학

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퍼스널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위차

원에 대한 내용과 척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James(as 

는 퍼스널 이미지를 물질적 사회적cited in Y. Kim, 2017) , , 

정신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특징의 물질적 자기와 사

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기 성격과 능력을 나타내는 정신적 자기로 분류하였으며, , 

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관적 인식체로 자Bailey(2003)

기 자신에 대한 신체적 기질적 역량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 , 

하였다 은 퍼스널 이미지의 형성 요. Yoon and Park(2010)

인을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 행동적 이미지 음성적 이, , , 

미지로 제시하였다 외적 이미지에는 외모 신체 패션 스타. , , 

일과 헤어스타일 등의 시각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  

적 이미지에는 성격 카리스마 자아존중감 신뢰감 열정 등, , , , 

의 성향적 요인이 행동적 이미지에는  태도 매너 표정 리, , , , 

더십 대인관계 등이 음성적 이미지에는 목소리와 말의 내용 ,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S. Kim 은 개인의 총체적인 (2014)

특성을 나타내는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 성향

을 나타내는 내적 이미지와 현상적으로 보이는 외적 이미지, 

관계 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사회적 이미지로 구분 된다고 

하였으며 는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개, M. Kim(2014)

인의 가치관과 성향을 나타내는 내적 이미지와 외형적 요인

들로 형성된 외적 이미지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 등의 사, 

회적 역량을 나타내는 사회적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Y. 

Kim 은 퍼스널 이미지를 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2017)

내는 내면의 정신적 측면과 신체적 용모와 태도 등을 나타

내는 외면의 신체적 측면 직업과 사회적 능력 등을 내포한 , 

사회적 관계 측면으로 이루어진 자기이미지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관  

점에 따라 표현적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크게 내적 외, 

적 사회적 이미지로 구분되고 있다 내적 이미지는 개인의 , . 

본질적 성향과 성격 가치관 등의 심상적 이미지로 분류되며 , 

외적 이미지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태도 모습 등 외형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적 이미지로 분류된다 사회적 이미지는 . 

사회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킹과 신분적 특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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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치와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형상체계라 할 

수 있다. 

퍼스널 이미지가 타인의 가치관과 사회 문화적 규범과 특  

성에 따라 평가되고 규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된 퍼스널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대

한 선행 연구자들의 경험적 연구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주

는 유효한 변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 

개인과 취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제시된 퍼

스널 이미지 구성요소의 분류체계를 인지하고 적용하여 자

신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효한 자기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모관리행동2.�

외모관리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심리적 내면화와 대상화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신체를 조정 변형하려는 행동으로  현· 

대인들은 자신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

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는 외. Aune and Aune(1994)

모관리를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자아향상의 행동이라고 하였

으며 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자신의 정, Kaiser(1998)

체성과 자기를 표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외모관리행. 

동의 심리적 행동적 개념에 대해 는 외· Park and Yoo(2012)

모관리행동은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 , 

개념으로 외모관리에 대한 긍정적 인지가 외모관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긍정적인 외모관리 태도는 구체, 

적이고 바람직한 외모관리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이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 

심리적 인지적 측면이 기저가 되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

가를 받기위해 관리하고 행동하는 태도적 행동적 개념을 함·

축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이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개인의   ·

삶과 이미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변인으로써의 긍

정적 의미가 제시됨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는 외모관리행동을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 Kaiser(1998)

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해지는 적극적인 자기관리행동으로 

특히 체형관리와 의복관리는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외모관리,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유효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M. 

은 외모관리행동이란 퍼스널 이미지를 형성하는Kim(2017)

데 영향을 주는 외재적 단서들을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준거의 틀 속에서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심

리적 행위적 자기관리행동으로 규정하였다 즉 외모관리행동· . , 

은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개념으로 외, , 

모관리에 대한 긍정적 인지가 외모관리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게 되며 긍정적인 외모관리 태도는 구체적이고 바람, 

직한 외모관리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에. 

서 현대인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 이미지의 기

준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이미지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체

형조절 의복 및 헤어관리 성형관리 등 적극적인 외모관리, , 

행동을 수행하며 이미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제시하였다(Cho & Choi, 2007; Lee 

& Park, 2011; Park & Chung, 2012; Park & Yoo, 

2012; Song, 2009).

또한 외모관리행동이 구직 및 진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서 은 외모관리Im(2007)

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매개변수로 채용이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으며, 는 Lee(2008)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집단은 진로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은 여대생을 대M. Kim(2017)

상으로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서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은 구직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모관리행동이 퍼스널 이미지 만족  

도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의미를 정리하면 외모

관리행동은 퍼스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구

직자에게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기술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써 퍼스널 이미지 구축과 구직효능감 향

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 . 

선행연구를 통해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관리행동과 체형관리

행동은 구직효능감 향상에  유효한 변수로써의 의미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구직효능감� �3.�

구직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의 이론을 진로분야에 적용시키

면서 확장된 개념으로 구직관련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다. Kanfer 

은 자기효능감을 구직행동에 적용시키면서 and Hulin(1985)

자기효능감의 확장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Wanberg, Watt, 

은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을 성공적and Rurnsey(1996)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직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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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직  

효능감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업 환경과 차별 등의 복잡한 

진로 장애요소들을 직면한 집단에서는 구직성공에 대한 확

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구직효능감 같은 내재

된 심리적 측면의 활동은 구직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thony & Hawley, 2001; Taylor, 

구직효능감이 복합적인 취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2001). 

심리적 요인으로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미시건 대학

의 사회과학연구소 에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MPRC)

프로젝트에서 JOBS JOBS Survey1)를 개발하여 구직효능감

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구직효능감이 , 

높은 집단에서 구직활동과 구직의지가 높다는 긍정적 결과

가 도출되었다(Vinokur, Van Ryn, Gramlich & Price, 

1991; Van Ryn & Vinokur, 1992). Wanberg, Glomb, 

의 연구에서도 구직효능감은 구Song, and Sorenson(2005)

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이 밖에도 구직효능감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인지적 개념으로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 

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구직성과를 달

성하려는 의지가 높아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Kim & Han, 2012; Kim & Roh, 1998; Saks & 

Ashforth, 2006; Wanberg et al., 1999 가 선행연구자들에 )

의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구직효능감이 구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로써의 의미있는 변수임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자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

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 은 구직효능감을 구  Bea and Chang(2014) Gang(2012)

성하는 변인으로써 구직정보의 탐색과 구직관련 능력개발, 

면접 대비 태도 등의 구직기술은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유효변인으로 성공적인 취업의 성과를 나타내

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는 진로결정수준이 높더라도 구직기술Park and Lee(2014)

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감이 결여될 경우 적극적

인 구직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구직효능감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기술이나 외모관리 . , 

등의 매력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술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구직기술 활용 방법의 결여로 구직효능감이 낮아질 수 

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개발한 진단지로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1) Michigan Prevention Research Center (MPRC) JOBS 
위한 문항 인터뷰 기술 직업인지 네트워킹을 통한 직업정보 탐색과 구직탐색 직업기술 직업훈련 등 으로 설계되었으며 점 척도로 ( , , , , ) 5
구성되었다.

있다. 

따라서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 면접  

을 대비하는 외모관리행동은 구직기술의 활용 변수로 구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변인으로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직효능감을 구성하는 변인으로서 구직기술 외에도 구직  

을 위한 접촉 시간과 노력을 포괄하는 구직강도 역시 영향

변인으로써 의미가 있음이 밝혀졌다(Kim & Roh, 1998; 

Saks, 2000; Wanberg, Kanfer & Rotundo, 1999). Kim 

는 구직정보를 얻기 위한 기관이나 사람과의 and Roh(1998)

접촉을 구직망의 폭 이라 규정하고 구직망의 폭은 구직활동‘ ’

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남을 밝혔으며(+) , Moynihan, 

은 사회적 맥락 차원Roehling, Lepine, and Boswell((2003)

에서 구직효능감이 구직 제의 건수와 유의미한 정적 관(+) 

련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은 구직효능감이 구. Saks(2006)

직 인터뷰 구직 제의 고용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 

고 하였다 즉 구직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써 구직자의 사. , 

회적 인지역량은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Zikic & Saks, 2009).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  

한 연구에서는 구직기술훈련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구직의지 및 구직행동이 높아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 

결과가 제시되었다(Bea & Chang, 2014; Van Ryn & 

그러나 일방적인 취업특강이나 취업강좌Vinokur, 1992). , 

취업박람회 등의 참여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ea & Chang, 2014).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구직효능감의� �4.� ,�

관계� �� � �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구직효능감은 자기효, 

능감과 진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련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써의 의미에 대해 은 퍼Linn, Sadifer, and Stein(1985)

스널 이미지를 구성하는 내적 이미지 형성 요인으로써 자아

존중감행동이 구직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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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Han, Tak, Yoo, Han, 

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Ahn, Shin, and Park(2006)

구직활동에 적극적이며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도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구직효능감을 조절하는 조절효과로서의 의미

가 있음을 밝혔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외적 . 

이미지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Cho, Choi, Lee, Lee, and 

와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학Chae(2013) Han(2015)

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구직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은 여대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개인의 외적 Park(2006)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형관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한다고 하였으며 은 여대생을 대, Park and Chung(2012)

상으로 외모향상과 신체 이미지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신체이미지는 외모향상을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는 청. Park and Yoo(2012)

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내면화와 인식으로 분류하여 외

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의 수용과 내면적 평가를 통한 외

모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 있어   Hoscodo et 

는 외모관리행동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데 있어 al.(2003)

효과적 변인으로써 의미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는 외모는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변Roberts(2005)

수로써 고용 시 지원자의 외모관리행동은 직업성취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퍼스널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상

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은 성공적인 사회적 . M. Kim(2017)

위치와 자아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외모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다. M. Kim(2017)

은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로서의 의미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 및 헤어관리의 경우 구직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모두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임을 밝혔으며 체형관리의 (+) , 

경우 구직을 탐색하는 구직강도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지 않았으나 구직기술을 함양하는 데는 정적 영향을 미(+) 

치는 유효변수임을 밝혔다 그러나 피부와 성형관리의 경우 .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밝혀

졌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이 매개변수로써의 의미를 밝힌 연구에  

서 는 외모관리행동은 자Tokar, Fischer, and Subich(1998)

신의 이미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외모만족도

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는 Lee(2008) 외모관리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을 매개변수로 투입할 경우 체형 및 의복관리

행동에서는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피부 및 미용관리행동(+)

에서는 부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이 개인이 소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퍼스널 이미지 만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개변인으로써 완전 혹은 부분적 매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퍼스널 이미지를 구성하는 내적 외적, ,

사회적 이미지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외모관리행

동 중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체형관리

행동과 패션관리행동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III.�

연구모형과�연구문제1.�

본 연구는 여대생이 인식하는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

를 규명하기 위해 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Figure 1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소인 내적 이미지 만  1. 

족도 외적 이미지 만족도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 , 

리행동 구직효능감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 

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연구문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의 구성 요소가 구직효  2. 

능감을 구성하는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  3. 

계에서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외모관리

행동을 구성하는 체형관리행동과 패션관리행동을 매개변수

로 투입하여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서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다. 

자료수집과�표본의�특성�2.�

본 연구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퍼스널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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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Model

의 대상을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하였으며 표본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집단을 진로 및 취, 

업 준비 환경이 유사한 서울시에 소재한 년제 대학교의 여4

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질문지법을 활용한 정량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 

자료 수집은 서울에 있는 개의 종합대학과 개의 여자대학4 2

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년 , 2016 9

월 일 일까지 진행하였다 통계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 ~ 14 . 

부 중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 처리된 설문지를 제460

외한 부의 설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446 .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하여 요  SPSS 23.0 

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

증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자료를 통계분석에 투입하여 ,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을 , , , 

실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명 학년 명  1 94 (21.1%), 2 82

학년 명 학년이 명 으로 (18.4%), 3 122 (27,3%), 4 148 (33.2%)

분포되었으며 전공은 어문계열 명 사회계열 , 81 (18.2%), 59

명 인문계열 명 경상계열 명 자(13.2%), 52 (11.6%), 67 (15%), 

연계열 명 예체능계열 명 으로 구성되73 (16.4%), 114 (25.6%)

었다.

측정도구�3.�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를 바

탕으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 문항과 외모관리행동 문항, ,

구직효능감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조한 ·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 ’

를 점 매우 그렇다 를 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퍼스1 ‘ ’ 5

널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구직효능감이 높은 점 , 5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Likert ,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 1)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이 여대M. Kim(2014)

생의 퍼스널 이미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사용한 내

적 외적 사회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개의 문항 중 본 연, , 15

구와 관련 있는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이미지 만12 . 

족도 측정문항은 자아존중감 목표수립 가치관등의 문항으, , 3

로 구성되었으며 외적 이미지 만족도는 체형 옷차림 표정, , , , 

매너 있는 태도 등 문항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는 리더십 4 , 

역량 인간관계 학력 수준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 등 문, , , , 5

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 방Varimax 

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신뢰도 값은 . 

과 같다Table 1 .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를 측정하는 개의 문항을 요인분  12

석에 투입한 결과 고유치가 이상인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1

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요인구조61.749% . 

는 내적 이미지 만족도 문항 외적 이미지 만족도 문항3 , 4 ,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 문항으로 측정도구의 설계구조와 같5

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본

적합도 검증 의 값은 로 퍼스널 (Kaiser-Meyer-Olkin)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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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for�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Factor Item
Component

1 2 3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I am satisfied with my leadership style. .807

I am satisfied with my relationship style. .700

I am satisfied with my social position such as my

academic ability and club activities
.651

I am satisfied with my economic consumption style. .649

I am satisfied with my professional and intellectual level. .645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I am satisfied with my body shape. .813

I am satisfied with my fashion style. .692

I am satisfied with my expression. .594

I am content with my manners attitude. .529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I am satisfied with my self - esteem. .811

I am satisfied with my values and credibility. .590

I am satisfied with my vision and ability to set goals. .419

Eigenvalue 3.193 2.196 2.020

% of variance 26.612 18.303 16.834

Cronbach's alpha .786 .722 .810

이미지 만족도 측정 자료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각 구성요. 

소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 이미지 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이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적 이미지 만족도 .810 , .722,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 으로 안정된 신뢰도 값을 나타내.786

었다.

외모관리행동2) 

외모관리행동의 측정도구는 이 여대생의 외모M. Kim(2017)

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개의 문항 중 영향을 미치는 13

요인으로 규명된 패션과 체형관련 문항 개를 외모관리행동8

의 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 

옷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과 코디네이션 감각 등의 의복관

리행동 문항과 체형관리행동 문항 등 총 문항을 측정문6 2 8

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와 같다Table 2 . 

외모관리행동 문항을 요인분석에 투입한 결과 고유치가   8

이상인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력1

은 로 나타났다 요인구조는 패션관리행동 문항71.078% . 6 , 

체형관리행동 문항으로 측정도구의 설계구조와 같은 내용2

의 요인구조를 나타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본, 

적합도 검증 의 값은 로 외모관리행동 측정 자료(KMO) .844

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구성요소의 신뢰도 계수 . 

Cronbach‘s α 값은 패션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 .905, .753

으로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구직효능감3) 

구직효능감의 측정도구는 미시간 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에

서 개발한 JOBS Survey(Vinokur et al, 1991; Van Ryn & 

Vinokur, 를 참고하여 이 한국1992) Bea and Chang(2014)

의 대학생에게 사용한 구직효능감 척도 문항 중 15 M. 

이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Kim(2017)

안정적 값을 나타낸 개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12 .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과 같다Table 3 .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이상인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1

으며 전체 분산의 설명력 표본적합도 검증57.921%, (KMO) 

값 으로 구직효능감 측정 문항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873 .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와 같이 구직을 위한 접촉 시간과 노력

을 포괄하는 구직강도와 구직정보의 탐색과 구직관련 능력

개발 면접 대비 태도 등으로 구성된 구직기술의 두 개 요, 

인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구직강도 ,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구직기술 요인의 .867, 

Cronbach‘s α 값이 로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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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for�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Component

1 2

Fashion

Management

Behavior

I know how to wear the appropriate clothes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854

I am capable of choosing the clothes that looks well on me.  .846

I am more fashionable compared to others. .828

I know how to balance the colors of my clothes. .803

I know how to dress to make the body look ideal. .799

I wear clothes that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others. .759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I am controlling my diet in order to stay fit. .817

I usually exercise in order to stay fit. .804

Eigenvalue 4.023 1.633

% of variance 50.290 20.788

Cronbach's alpha .905 .753

Table� 3.� Factor� Analysis� of� Job� Search� Efficacy

Factor Item
Component

1 2

Job Search

Strength

I frequently visit employment related organizations. .868

I visit the homepage of the company from time to time. .786

I spend time preparing for work. .778

I participate actively in the employment event. .775

I have written an application form late at night. .694

I know a variety of ways to find job information. .586

Job Search

Skill

I can explain myself to the personnel manager. .726

I know the answer to the interview. .732

I try to develop skills that will help my career. .697

I know a job that fits my aptitude. .685

I can show an impressive impression when interviewing. .672

I sometimes meet someone who helps me get a job. .613

Eigenvalue 3.666 3.264

% of variance 30.719 27.202

Cronbach's alpha .867 .851

연구결과�IV.�

변수의�특성�및�상관관계�검증1.�

퍼스널 이미지 만족을 구성하는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구직, 

효능감 변수의 특성인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 

결과는 와 같다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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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3.54 .638 1.00

2.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3.50 .662 .494** 1.00

3.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3.42 .664 .626** .654** 1.00

4.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3.03 .951 .104* .119* .144** 1.00

5. Fashion

   Management Behavior
3.58 .710 .351** .455** .399** .280** 1.00

6. Job Search Strength 2.83 .956 .241** .224** .259** .148** .209** 1.00

7. Job Search Skills 3.17 .714 .447** .426** .452** .368** .312** .536** 1.0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각 변수의 평균값은 퍼스널 이미지 만족 중 내적 이미지   

만족 외적 이미지 만족 사회적 이미지 만족 3.54, 3.50, 

체형관리행동 패션관리행동 구직강도 3.42, 3.03, 3.58, 

구직스킬 로 퍼스널 이미지 만족과 패션관리행동2.83, 3.17

이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체형관리행동과 구직강3.4 , 

도 구직기술의 평균값은 로 다른 변수에 비, 3.03, 2.83, 3.17

해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나 모든 변수가 평균 이상의 값

을 나타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체형관리행동과 내적 이미지 만족  , 

체형관리행동과 외적 이미지 만족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

의수준 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0.05 , 

변수 간에는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0.01 

나타냈다. 

퍼스널�이미지�만족도가�구직효능감에�미치는�영향2.�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퍼스널 이미지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인 

내적 이미지 만족과 외적 이미지 만족 사회적 이미지 만족 ,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구직효능감의 구성 요인인 구, 

직강도와 구직기술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와 같다. Table 5 .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간의 다  

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값은 모두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0.1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구직강도의 경우 잔, 

차가 이며 구직기술 의 경우 으로 자기상관계가 없1.61 1.96

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1) 

퍼스널이미지 만족도가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결과 유의확률 .000(p 에서 < .05) F값이 12.940

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R2 로 의 설명력을 보이= .081 8.1%

고 있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 요인 중 내적 이미지 만족이 구직강  

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016(p 로 = .044) p 에서 < .0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이미지 만족, 

과 사회적 이미지 만족은 t값이 1.960(p 과 = .196) 1.954(p 

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즉 퍼스널 이미= .051) . 

지 만족이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내적 이미지 

만족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2) 

퍼스널이미지 만족도가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결과 유의확률 .000(p 에서 < .05) F값이 49.440

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R2 로 의 설명력을 보= .25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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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s� of�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on� Job� Search�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Tolerance

B Std.� Error β

Job Search 

Strength

Constant 1.133 .282 4.016 .000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178 .088 .199 2.016 .044 .596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120 .092 .079 1.296 .196 .561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91 .099 .133 1.954 .051 .451

R = .2841, R2 = .081, Adjusted R2 = .074 ,

F = 12.940, p = .000, Durbin-Watson = 1.614

Job Search 

Skills

Constant .980 .190 5.150 .000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292 .060 .261 4.895 .000 .596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268 .076 .247 4.105 .000 .561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264 .066 .246 4.008 .000 .451

R = .501, R2 = .251, Adjusted R2 = .246 ,

F = 49.440, p = .000, Durbin-Watson = 1.956

이고 있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 요인 중 내적 이미지 만족이 구직강  

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895(p 로 = .000) p 에서 < .05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외적 이미지 만족은,  t값이 

4.105(p 로 = .000) p 에서 < .05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 t값이 4.008(p 로 = .000) p 에< .05 

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퍼스널 이미지 만족이 구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내적 이미지 만족과 외적 

이미지 만족 사회적 이미지 만족 등 모든 구성요소에서 , 유

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퍼스널�이미지�만족도와�구직효능감과의�관계에서�3.�

외모관리행동의�매개효과� � �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외모관리행동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하

위차원인 체형관리행동과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가 제시한 단계  Baron & Kenny(1986) 3

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단계에서는 독립변. 1

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고,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

를 검증하였으며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 3

식에 함께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면서 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2

값이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 보다 큰 값3

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즉 매개효과가 성립되려면 단. , 2

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단계의 독립변3

수가 미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매개효과가 성립된

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를 실시. Sobel test

하였으며 의 결과 값이 보다 크거나 , Sobel test +1.96 1.96–

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체형1) 

관리행동의 매개효과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체형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소인 내적 이미지 만족도 외적 이미지 만족도 사회, , 

적 이미지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체형관리행동을 매개변수, 

로 구직효능감의 구성요소인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을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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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분석결과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  

서 체형관리행동의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

Table� 6.� Mediation� Effect� of� Body� Shape�Management� Behavior� on� the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Personal� � � � � �
� � � � � � � � � Image� and� Job� Search� Efficacy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2� F

β

1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018
.289

p=.772

.022
3.274

p=.022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36

.570

p=.569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09
1.563

p=.112

2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trength

.199
2.016

p=.044

.081
12.940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79

1.296

p=.196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33
1.954

p=.051

3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trength

.117
1.994

p=.047

.093
11.254

p=.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75
1.238

p=.216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21
1.781

p=.076

3 

step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110

2.403

p=.017

1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018
.289

p=.772

.022
3.274

p=.022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36

.570

p=.569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09
1.563

p=.112

2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kill

.261
4.895

p=.000

.251
49.440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247

4.105

p=.000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246
4.008

p=.000

3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kill

.258
4.910

p=.000

.272
41.247

p=.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242
4.124

p=.000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230
3.785

p=.000

3 

step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147

3.568

p=.000

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1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체형관리행동은 구직강도

와 구직기술에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172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2 4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패션2) 

관리행동의 매개효과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퍼스널 이미지의 

구성요소인 내적 이미지 만족도 외적 이미지 만족도 사회, , 

Table� 7.� Mediation� Effect� of� Fashion�Manag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Personal� Image� � �
� � � � � � � � � and� Job� Search� Efficacy

Step
Independent

�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2� F

β

1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Fashion 

Management

Behavior

.125
2.342

p=.002

.249
49.961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373

6.779

p=.000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068
1.114

p=.266

2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trength

.199
2.016

p=.044

.081
12.940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79

19605

p=.196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33
1.954

p=.051

3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trength

.106
1.792

p=.074

.089
10.739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040
.633

p=.527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126
1.854

p=.064

3 

step

Fashion Management

Behavior
.10.

1.971

p=.049

1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Fashion 

Management

Behavior

.125
2.342

p=.002

.249
49.961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373

6.779

p=.000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068
1.114

p=.266

2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kill

.261
4.895

p=.000

.251
49.440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247

4.105

p=.000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246
4.008

p=.000

3 

step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Job Search Skill

.245
4.607

p=.000

.263
39.283p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201
3.052

p=.001

Satisfaction of Social Image .237
3.891

p=.000

3 

step

Fashion Management

Behavior
.124

2.617

p=.009

적 이미지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패션관리행동을 매개변수, 

로 구직효능감의 구성요소인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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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obel� Test� Calculator� for� Significance� of�Mediation

Independent� Variable Media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Test� Statistic P-value

Satisfaction of 

Internal Image

Fashion Management

Behavior
Job Search Skill 3.43 .000

Satisfaction of 

Visual Image

Fashion Management

Behavior
Job Search Skill 3.32 .000

  

분석결과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는 구직기술에서만 나타났으며 내, 

적 이미지 만족도와 외적 이미지 만족도에서 매개효과의 유

의성이 검증되었다 사회적 이미지 만족도는 단계에서 통. 1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가 (p=.266)

검증되지 않았다. 

내적 이미지 만족의 경우 단계 회귀계수는 로 정  1 .125 (+)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계에서는 단계에서는 독, 2 .261, 3

립변수가 매개변수가 의 값을 나타내  정 의 영.245, .124 (+)

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유의수준을 가늠하는 . t값과 p

값은 단계 단계 단계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1 , 2 , 3

결과(p<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계 독립변수의 회귀.05) . 2

계수 값(β = .261)이 단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3 (β = 

.245) 보다 크게 나타나 내적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패션관리행동은 부분매개효과를 나

타냈다. 

외적 이미지 만족의 경우 단계 회귀계수는 으로 정  1 .373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단계에서는 단계에서는 (+) , 2 .247, 3

독립변수가 매개변수가 의 값을 나타내  정 의 .201, .124 (+)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유의수준을 가늠하는 . t값과 

p값은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 를 보.05)

여주고 있으며 단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 2 (β = .247)이 

단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3 (β = .201) 보다 크게 나타 

나 외적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패션관리행동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

다.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과 같다Sobel test Table 8 .

내적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값은 Sobel test 

으로 보다 큰 값을 나타내 패션관리행동 매개효과3.43 1.96

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외적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기술, 

과의 관계에서 패션관리행동의 값은 로 매Sobel test 3.322

개효과의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논의�및�결론.�Ⅳ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과에 미치는 영향과 외

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의 평균값은 내  , 3.5 

외로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외모관리행동 , 

중 패션관리행동의 평균값이 로 체형관리행동의 평균3.58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패션관리행동을 활발(3.03)

히 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냈다 구직효능감의 경우 구직관련 . 

기관이나 정보 등을 접촉하는 구직강도는 으로 가장 낮2.83

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직관련 정보탐색이나 면접 

준비 인터뷰 등의 구직기술 평균값은 로 여대생의 경우 , 3.17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변수로써 구직기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퍼스널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구직. , 

효능감은 모두 자기관리와 자기효용 개념의 변수로 평균값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는 결과는 여대생의 경우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며 구직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어 , 

있어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체형관리 변수와 내적 이미지 . 

만족 체형관리 변수와 외적 이미지 만족 변수 간에 , p<.05

에서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의 (+) , 

변수들은 모두 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냄p<.01 (+)

으로써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 변수와 외모관리행동 변수 구, 

직효능감 변수 간에는 관련성이 있어 측정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둘째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구직강도에서는 내, 

적 이미지 만족도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 

구직기술의 경우 내적 이미지 만족 외적 이미지 만족 사회, , 

적 이미지 만족 모두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이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내적 이미지의 구성요소인 자아존중감이 구

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의미가 있다고 제시한 

과 의 연구를 지지하고 Linn et al. (1985) Han et al. (2006)



17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2 4

있으며 사회적 만족도가 구직기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 

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변수로 도출된 결과는 

가 밝힌 사회적 맥락 차Saks(2006), Zikic and Saks(2009)

원에서 구직자의 사회적 인지역량이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킨

다는 연구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체형 옷차림 표정 , , , 

태도 등의 외적 이미지가 구직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는 과 이 외모에 대Cho, et al.(2013) Han(2015)

한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구직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 있  , 

어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퍼스널 이미지 

구성요소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체형관리행동은 구직

강도와 구직기술과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패션관리행동은 구직기술에서 내적 이미지 만족도와 , 

외적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기술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 , 

위해서는 내적 이미지 만족과 외적 이미지 만족을 통한 직

접적 방법뿐 아니라 패션관리행동을 통해 구직기술의 역량

을 함양시킴으로써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유효

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이 . 

외모 만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등과의 관, , , 

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와 Tokar et al.,(1998)

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Im(2007), Lee(2008) . 

그러나   체형관리행동이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

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이 여대생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개인의 외적 Park(2006)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형관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한다는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M. 

이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영향Kim(2017)

을 미치는 외생 변수로써의 의미를 검증한 연구에서 패션 

및 헤어관리 요인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체형관리

는 면접 및 인터뷰 등의 구직기술 효능감에서만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

는 차원을 세분화하여 체형관리행동과 패션관리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로써 상위개념인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

과 측면에서는 과 Park and Chung(2012) Park and 

가 여대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복 체형 헤어Yoo(2012) , , 

를 포괄한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  

에서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는 차원을 세분화하여 체형관리

행동과 패션관리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패션관리

행동은 여대생의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써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용. , 

불안으로 인한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직효능감을 높

이기 위해서는 퍼스널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만을 고취시키

는 단일차원의 방법 보다는 패션관리에 대한 유용한 방법과 

노하우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패션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능력을 가진 여성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  

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향후 구직 및 진로관련 경력개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구직효능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

육을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이미지 메

이킹 교육보다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패

션관리 전략 노하우와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패션

관리 적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신체적 변형보다는 직업군별 특성과 상황, 

에 따른 패션 활용 적용법을 습득하여 구직과 연관된 퍼스

널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

써 스스로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또한 퍼스널 이미지를 구성하는 내적 외적. , , 

사회적 이미지가 상호적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패션관리행

동을 매개로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개발하여 외적인 이

미지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의 주장처럼 인간관계의 발전과 사Spangler and Stice(2001)

회적 유용성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효능감 향상을 위  

한 퍼스널 이미지 및 외모관리행동의 전략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가치관  , 

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SMART(Specific, 

한 목Measurable, Action oriented, Realistic, Time bound)

표수립 전략을 일상 속에 적용하여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긍심과 성취감 강화 훈련은 . 

내적 이미지의 만족도를 통해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이 강화

된 구직효능감 향상에 유효한 동인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관계  , 

망을 활용하고 리더십 있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활발

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 태

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면접과 인터뷰 등. 

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직기술 역량을 증진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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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구직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셋째 외모관리행동 중 패션관리행동이 퍼스널 이미지 만  , 

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구직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써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효용성 있는 패션관리 전략과 퍼스널 

이미지 구축에 대한 연구를 사회 심리와 자기효능감 자기개· , 

발 측면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확. 

장을 통해 외모관리와 이미지트레이닝에 대한 인식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기술적이고 기교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고 

연구되는 학문적 편협과 인식의 한계를 확장하는 계기를 제

공하게 될 것이며 이미지 및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가 의류, 

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및 진로 인사관리 등 인적, 

자원 개발 분야로 까지 확장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변수가 진로  

결정과 구직과정에서 성공적 결과를 선취하고 효능감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그 의미가 규명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규명하고 검증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척도문항을 개발하여 유용한 영향 

변인으로써 효과적인 이미지 형성과 구직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변. 

수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척도의 개발은 각 변수의 특성을 범주화 하고 변

수들 간 영향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미지 및 외모관리에 대

한 연구가 의류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및 진로 인, 

사관리 등 인적자원 개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변수의 .  

개발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구를 촉진시킴으로써 의류

학 연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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