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개성은 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활양식을 포함하여 상

방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개인의 욕구로 자리 잡고

있다[1-3]. 자신의 이미지를 찾지 못한 여성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과 삶에 한 의욕이 하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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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여성 그 쥬에이션 시술 각도의 변화에 따른 한국남성들의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과의 상 성에 한 연구로서

시술각도에 따른 여성 그 쥬에이션의 다양한 이미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 인 그 쥬에이션 커트시술이 가능해

지는데 연구 목 이 있다.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총 10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 하 다. 연구 결과 그 쥬에이션의 시술 각도

5°, 31°, 85° 에서는 세련된(sophisticated)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응답하 으며 15°, 65°의 시술 각도에서는 우아한(elegance)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응답하 으며 시술 각도 50°에서는 인(modern)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를 통

해 한국 남성들이 느끼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에 의하여 세분화 된 여성 그 쥬에이션 커트에 한 향후 심층 인 후속

연구가 가능해지며 고객만족을 창출과 동시에 보다 심도 깊은 헤어커트 교육의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지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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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female gradation angle and angles of 

female gradation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treatment. A total of 1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sophisticated images were observed at 5 °, 31 °, and 85 ° of gradation, and 

elegance images were observed at 15 ° and 65 °, and modern images were observed at 50 ° . Through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conduct in-depth follow-up research on female gradation cuts classified by the trend position of 

trends in Korean men, and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as basic data for deeper haircut education at the same time 

as creating customer satisfaction.

Key Words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Graduation, Procedure angle, Preference, Cut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Park. J. S(anima2929@hanmail.net)

Received July 30,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9, pp. 497-502,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9.497



한 지 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9호498

자존감은 자신의 생활 만족도와 련되기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것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5,6].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해 생활양식 자체를바꾸어 버리

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있다[7]. 미 란젤로는 ‘최

고의작품은 내안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 다. 이는 자

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

의 내면과외면에 표 된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명명(命

名)할 수 있다. 이미지 연출은 본인과 타인에게 신뢰와

믿음을 수 있는 매체이며 사회 행동 측면에 있어

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미지를 달하는

과정은 매우복잡하고 미묘하다고 할수 있다[8]. 이는 태

어나는 순간부터 용되어 죽는 날까지자신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 이를 갈고 닦아 완 체를 만들어 내기 해

노력한다. 한 목 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이미

지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 헤어스타일은 시 에 맞

는 문화를담고 있어 그시 의사회상을 반 한다[9]. 여

성들의 헤어커트 형태에 한 짧은 지식으로 인하여 헤

어커트 시술시 디자이 들에게 으로 맞길수밖에 없

는 것이 실정이다[10]. 개인의 얼굴형이나 모발의 질

감 그리고 헤어라인 등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하는 헤

어스타일은 상 방에게 무엇을 달해 주느냐에 한 상

징 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심리나태도,

래 문화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사회의 공통된 반응

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킨다. 사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계를 만들어 낼 때에도 요하게

작용한다[11]. 자신의 성품을 하여 내 인 말씨나 행동

부터 외 부분인 의복이나 액세서리, 더 나아가 헤어스

타일까지 자신의 이미지 형성을 하여 변화시켜나간다.

과거의 헤어커트는 고객의 이미지 연출이아닌 단순하고

형식 인 시술과정에 불과 하 지만 재의 헤어커트는

고객의 이미지 연출에 맞게 시술해야 하며 과거에 비해

고객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 해야 하는 시술 상의 어려

움도 공존하고 있다. 고객의 개성이 표 된 헤어스타일

을 연출하기 하여 헤어디자이 는 여러 다양한 테크

닉을 활용하여 창출해야 한다. 이효숙(2008)은 헤어길이

와 컬러, 웨이 형성 유무에따라 이미지에 한 차이가

있음을 연구하 으며[12], 정옥희(2003)는 머리 길이가

인의 이미지에 직 인 향을 다고 하 다[13].

한 박상숙(2012)은 헤어스타일은 타인에 한 이미지

를 형성할 때 요한 요소로 뽑힌다고 하 으며[14]. 손

지연(2010)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15]. 여성에게 개

인의 이미지는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킴

과 동시에 보다 발 인 사회생활을 한 정

효과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쥬에이션

커트의 시술 각도에 따른 트 드 감성 룩 포지션을 연구

하여 여성의 아름다운 시각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이미지 완성에 객 지표로 사용됨과 동시에 헤어디자

이 의 커트 시술역량을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한다.

2. 론적 배경

그 쥬에이션 커트형태는 엑스테리어 존부터 인테리

어 존 사이에 무게 심이 생성되는 커트 형태로 네이

에서 탑으로 갈수록 은 단차를 다[16]. 커트 시술 각

도에 따라 로우 그 쥬에이션, 미디움 그 쥬에이션, 하

이 그 쥬에이션으로 나 수있다. 트 드 감성별룩 포

지션은 총 8가지 감성으로 나타난다. 로맨틱(romantic)은

낭만 이며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엘 강스

(elegance)는 우아하며 고상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는 문직의 분 기와 당당한 이

미지를 나타낸다. 모던(modern)은 이고 진취 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매니쉬(mannish)는 남성 인 이미지

를 나타내며 액티 (active)는 활동 인 이미지, 컨트리

(country)는 서민 인 이미지, 엑조틱(exotic)은 이국

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3. 연 방법

한국 남성들의 여성 그 쥬에이션 커트 시술 시 나타

나는 이미지 연구를 해 2018년 05월 01일부터 20일 까

지 그 쥬에이션 5°, 15°, 31°, 50°, 65°, 85°의 시술 각도에

나타난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에 한 설문을 제작 후

일반 남성에게 1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지 배

포 후수합된총 109개의 설문지 무성의하게참여한 설

문지 연구자가 합하지 않다고 단되는 설문지 9개

는 제외하여 최종 으로 100개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한국 남성들의 여성 그 쥬에이션 커트 시술시 나타

나는 이미지 연구를 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하



그레 에  시술 각도에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과  계 499

여 통계 분석 패키지 SPSS 20.0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

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 다.

4. 연  결과

4.1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한국 남성들이 여성의 그 쥬에이션 커트 시술 각도

인 5°, 15°, 31°, 50°, 65°, 85° 등에서 느껴지는 트 드 감

성별 룩 포지션에 하여 조사하고 향을 미치는 요인

과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 이미지의 변화 시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요소에 하여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과

답변 유형의 집단에 따른 사유분석을 실시하 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romantic 13 13.0% mannish 6 6.0%

elegance 18 18.0% active 5 5.0%

sophisticated 25 25.0% country 16 16.0%

modern 16 16.0% exotic 1 1.0%

Table 1.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5 ° 

Graduation cut style

4.1.1 5°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느껴지는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5° 그 쥬에이션커트 스타일에서느껴지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가 100명 25명(25.0%)로 가장 많

았고, 엘 강스(elegance)가 18명(18.0%)으로 2 , 컨트

리(country)와 모던(modern)이 각각 16명(16.0%)으로

공동 3 , 로맨틱(romantic)이 13명(13.0%)로 4 를 차지

하 다. 이효숙(2008)의 선행연구에서 라운 미디엄 스

트 이트, 라운 롱 스트 이트에서 각각 소피 이티드

(sophisticated)한 이미지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12]. 이는 모발의 길이와 함께 모발 색상에 따라서도 여

러 이미지가나타나는 것을확인 할수 있었고 본연구에

서 나타난 시술 각도도 이미지 연출에 기여함을 알수 있

었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n
cy

%

romantic 5 5.0% mannish 8 8.0%

elegance 28 28.0% active 8 8.0%

sophisticated 18 18.0% country 5 5.0%

modern 27 27.0% exotic 1 1.0%

Table 2.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15 ° 

Graduation cut style

4.1.2 15°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느껴지

는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15° 그 쥬에이션 커트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 분석 결과, 엘 강스(elegance)

를 선택한 남성이 100명 28명(28.0%)로 가장 많았으

며, 모던(modern)이 27명(27.0%)로 2 , 소피 이티드

(sophisticated)가 18명(18.0%)로 3 를 차지하 다. 임정

윤(2011)의 선행 연구논문에서 코 라운 색과 어두운

갈색에 해 품 있는 이미지가 나타났다[17].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하 을 때 시술각도와 컬러를 선택하여 엘

강스(elegance)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romantic 8 8.0% mannish 10 10.0%

elegance 21 21.0% active 8 8.0%

sophisticated 31 31.0% country 1 1.0%

modern 18 18.0% exotic 3 3.0%

Table 3.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31 ° 

Graduation cut style

4.1.3 31° 그레 에  커트에  느껴지는 트렌

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31° 그 쥬에이션 커트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은 어떠한지분석한 결과, 100명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가 31명(31.0%)로 1 , 엘

강스(elegance)가 21명(21.0%)로 2 , 모던(modern)

이 18명(18.0%)로 3 를 차지하 다.

본 연구에서 5°와 85°가 31°와 같은 소피 이티드

(sophisticated)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응답하 고 다음

으로 5°와 31°는 엘 강스(elegance)가 많이 나타났지만

85°는 매니쉬(mannish)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는 시술각도에 따른 이미지 차이도 있지만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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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자의 생활양식에 따라 같은헤어스타일 이라

도 보이는 이미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패션이나 메이크업같

은 부가 인 이미지 역시 여성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n
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n
cy

%

romantic 10 10.0% mannish 12 12.0%

elegance 19 19.0% active 9 9.0%

sophisticated 18 18.0% country 8 8.0%

modern 21 21.0% exotic 3 3.0%

Table 4.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50 ° 

Graduation cut style

4.1.4 50°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느껴지

는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50° 그 쥬에이션 커트 스타일에서 한국 남성

들이 느껴지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은 어떠한지 분

석한 결과, 100명 모던(modern)이 21명(21.0)%)로 1

, 엘 강스(elegance)가 19명(19.0%)로 2 , 소피 이

티드(sophisticated)가 18명(18.0%)로 3 를 차지하 다.

박상국(2007)의 선행 연구논문에서는[18] 이어 스타일

이나 보 스타일에서 모던(modern)함이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 스타일과 보 스타일의

간 이라고 할수 있는 50° 그 쥬에이션 커트형태에서도

모던(modern)함을 느낀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커트 형

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진행하여 다양한

에서의 커트 시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n
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n
cy

%

romantic 7 7.0% mannish 12 12.0%

elegance 22 22.0% active 9 9.0%

sophisticated 14 14.0% country 9 9.0%

modern 20 20.0% exotic 7 7.0%

Table 5.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65 ° 

Graduation cut style

4.1.5 65°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느껴지

는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65° 그 쥬에이션 커트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트 드감성별룩포지션은어떠한지분석한결과, 100명

엘 강스(elegance)가 22명(18.0%)로 1 , 모던(modern)

이 20명(20.0%)으로 2 ,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가

14명(14.0%)으로 3 , 매니쉬(mannish)가 12명(12.0%)로

4 를 차지하 다. 유선 (2011)은 elegance한 이미지는

단정하면서도 품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하 으며 볼

륨감이 있는 헤어스타일이 합하다고 하 다. 한 헤

어스타일에 맞는 메이크업 등을 통하여 elegance한 이미

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하 다[19]. 이는 헤어스타

일이 본인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헤어커트의 형태에 한 선행논문이 부족하여 향

후 후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reque
ncy

%

romantic 9 9.0% mannish 18 18.0%

elegance 11 11.0% active 11 11.0%

sophisticated 19 19.0% country 10 10.0%

modern 14 14.0% exotic 8 8.0%

Table 6. Trend emotional look position felt in 85 ° 

Graduation cut style

4.1.6 85° 그레 에  커트 스타 에  느껴지

는 트렌드 감 별 룩 포지

남성이 85° 그 쥬에이션 커트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은 어떠한지분석한 결과, 100명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가 19명(19.0%)로 가장

많았고, 매니쉬(mannish)가 18명(18.0%)으로 2 , 모던

(modern)이 14명(14.0%)로 3순 , 액티 (active)와 엘

강스(elegance)가 각각 11명(11.0%)로 공동 4 를 차지하

다. 김진아(2013)의 선행 연구 논문에 의하면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달랐고 선호하는 컬러도 달

랐음을 알 수 있다[20]. 이는 룩 포지션을 선택함에 있어

응답자의 직업, 환경,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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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그 쥬에이션의 시술 각도에 따른 한

국 남성들이 느끼는 트 드 감성별 룩 포지션에 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성 헤어스타일의다양화를 모색함

과 동시에 더불어 본인의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부각

시켜 심리 , 사회 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표 할 수 있

도록 하 다. 연구 분석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그 쥬에이션의 시술 각도 5°, 31°, 85° 에서는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하다고 느낀 남성들의 응답

이 많았다. 시술 각도 5°에서는엘 강스(elegance), 컨트

리(country), 모던(modern), 로맨틱(romantic) 순서로 나

타났다. 31°에서는 엘 강스(elegance), 모던(modern) 순

서로나타났다. 85°에서는매니쉬(mannish), 모던(modern),

액티 (active), 엘 강스(elegance) 순서로 나타났다.

원정(2008)에 의하면 고소득, 고학력자 일수록 자신의

외모 리에 힘쓰고 있다는 을 참고하 을 때[21]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웨이 와 같은 효과를 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그 쥬에이션 시술 각도 15°, 65° 에서는 엘 강

스(elegance)하다고 느낀 남성들의 응답이 많았다. 시술

각도 15°에서는 모던(modern),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

순서로 나타났다. 65°에서는 모던(modern), 소피 이티

드(sophisticated), 매니쉬(mannish) 순서로 나타났다. 이

는 무게 심의 치에 따라 다른 느낌이 완성될 수 있다

고 본다. 무게 심의 치가 이미지를완성 시키는데 기

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그 쥬에이션 시술 각도 50°에서는 모던(modern)

으로 느낀 남성들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엘

강스(elegance), 소피 이티드(sophisticated) 가 뒤를 이

었다. 이미지란 하나의 객 지표로 완성된다고 말하

기 보다는 바라보는 시각자의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었다. 이미지란 객 지표를 만들어 내

기에는 개인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

후 이 차이들에 한 후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미지는 생활양식과 매우 한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이미지는 자신 모습의 내향과 외향을 가꾸는

형상으로서 타인에 비춰지는 본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해 인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며, 헤어

커트 시술 시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최상의 선택을

통해 정 인 이미지의 극 화를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시각 으로

다양하게 부각시켜 아름다운 이미지의 완성에 근 할 수

있는 객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헤어디자이 의 커

트시술 역량 강화를 한 토 를 마련할 수 있는 기 연

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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