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pISSN 1226-0401   eISSN 2383-6334
RJCC Vol.27, No.3, pp.274-284, June 2019
https://doi.org/10.29049/rjcc.2019.27.3.274

－ 274 －

[Original Article] Language network analysis of make-up behavior research

Kyoungjin Bae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Art, Jeonghwa Arts University, Korea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화장행동 연구동향 분석

백  경  진†

정화예술대학교 미용예술학부 조교수

Abstract

Research on cosmetic behavior has developed significantly since the 2000s. 
Reviewing cosmetic behavior research can be meaningful because it can grasp trends 
in the domestic cosmetics market, and it can also illuminate how domestic consumers’ 
interest in makeup has changed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nks between major keywords and the keywords which affect makeup behavior 
of different age groups through network analysi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sis 
and journal data based on makeup behavior through network analysis using Nodexl. 
We analyzed 10 years of journals and theses - from 2000 to 2017, and investigated 
age-related differences in variables related to makeup behavior.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age-based groups: 10, 20-40, and over 50. The total number of 
theses collected was 82. In order to perform network analysis using the Nodexl 
program, we extracted the frequency of representative words using the KrKwic 
program. The extracted core words were analyzed for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using Nodexl. The expected result is that the 
network analysis using keywords will lead to different variables depending on age 
and the main goal of the cosmetics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s 
for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cosmetic behavior.

Keywords: makeup behavior(화장행동), language network analysis(언어네트워크분석), 
research trends analysis(연구동향분석)

I. Introduction

K-Beauty 열풍이 지속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를 주

도하고 있다. K-Beauty 초기에는 마스크 팩, 쿠션 파운데이션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뷰티한류를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한국의 화장문화 자체에 관심이 높아

지면서 자연스레 한국 소비자들의 화장행동 특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장행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자신 속에 내재하는 여러 심리상태를 화장을 

통해 표현(Kim & Yoo, 2002)하는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Kim, 2005)이다. 이에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는 화장품 사용 실태에서부터 화장행위로 인한 심리적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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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연구내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연구대

상도 연구초기에는 화장품 시장의 주요 타깃인 20, 30
대 여성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 화장을 하는 대상이 

청소년, 남성, 시니어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구대상 역

시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양적 확대를 거듭해온 시점

에 화장행동연구를 되짚어보는 것은 국내 화장품 시

장에서의 이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소비자의 화장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미용분야에서의 동향연구(An & An, 2017; Choe & 

Kim, 2016; Kim, Jeun, & Kim, 2016; Lee & Kim, 
2014)들을 살펴보면, 연도별, 주제별, 연구방법별 빈

도 파악만을 하거나, 일부 연구들은 특정 학회지의 연

구동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하거나, 연구동향의 단면들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최근 몇몇 연구들(Kwon & Kim, 
2015; Park & Kim, 2018)이 언어(키워드)분석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빈도 위주의 분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

름 안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면

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

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는 연구주제 

간의 연결 구조와 주제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 기존의 동향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적

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행동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화장행동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활용 양상과 전

반적인 동향 파악을 함으로써 향후 화장행동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1. Study trend in beauty

미용 분야에서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기준으로 약 13편의 연

구가 있었으며, 헤어, 네일, 뷰티경영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방법

은 크게 기술통계적 분석, 계량서지학적 분석, 메타분

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타분석은 기존 연구를 분

석한다는 목적에서는 동일하나, 특정 변수의 효과크

기를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동향 

연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적 분석과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들만 살펴

보았다. 기술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연구들로 연도별, 
연구방법별, 주제별로 논문의 빈도를 통하여 전체 흐

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최근 많

은 학문분야에서 연구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미용분야에서도 2015년 이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존 연구 분석을 위한 연

구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미용분야에서는 

주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키워드를 도

출한 후 동시출현단어분석을 통해 관심 분야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술통계적 분석과 계량서지

학적 분석 모두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파악은 가능

하나, 변수 간의 연결 관계나 그 속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변수의 파악 등의 파악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간의 연결 구조와 주제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2. Language network analysis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란 언어로 된 텍스트를 네트

워크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

로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던 방

식을 넘어서 단어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언어 텍스트를 

수집하여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후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여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언

어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다(Lee, 2014). 언어 네

트워크의 특성들은 네트워크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분석도구로는 UNICET와 NetMiner, 
NodeXL, R의 SNA 패키지 등이 있으며, 주로 시각화 

분석과 분석지표에 의한 분석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지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지표에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지표로는 중심성(centrality)지표가 있으며, ‘한 노



84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화장행동 연구동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 276 －

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

현하는 지표이다.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

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Lee, 2006; Lee, 2012), 중심성 지표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 ‘아이

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의 3가지 중심

성 지표를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측정 지표에 따라 분석의 관점이 서로 다르

다. 먼저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이며, 링크의 수로 중심성이 측정된다. 한 노드에 링

크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지며,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다른 근접 단어들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

능하다(Lee 2012). 다음으로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

가 다른 노드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

개자 혹은 매개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측정하

는 지표로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의 정

보의 흐름에 높은 통제력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요도

를 반영한 지표로 연결 중심성이 연결된 다른 노드들

의 개수만 반영한다면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전체 네트

워크상에서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이다(NodeXL Korea, 2015).

Ⅲ. Methods

1. Analysis object

본 연구는 미용 분야에서 ‘화장행동’과 관련한 연

구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분석 대

상이 될 연구논문을 추출하였고, 논문 추출 기준과 분

석방법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연구논문의 추

출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논문의 검색과 

수집을 하였으며, 국내의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기간은 화장 관련 연구

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연구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활용된 키워드는 ‘화장행

동’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키워드들인 ‘화장행위’, 
‘메이크업 행동’, ‘뷰티행동’, ‘외모관리행동’을 사용

하였다. ‘뷰티행동’과 ‘외모관리행동’을 포함시킨 이

유는 연구 자체가 화장행동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

만 뷰티행동과 외모관리행동 안에 화장행동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키워드

는 총 5개이며, 논문명이나 주제어에 해당 키워드가 

등장하는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총 82편

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Analysis method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논문명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KrKwic을 활용하였다. 키워

드 추출 시 명사형 단어만을 남기고 삭제하였으며, 추
출된 단어 중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노드로 인식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 통

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화장’과 ‘메이크업’
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화장’으로, ‘여성’과 ‘여자’는 

‘여성’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추출된 키워드들 중 ‘연

<Table 1> Analysis object and method

Section Contents

Search & sourc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of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Data type Domestic Master’s and Doctor’s Dissertations and Journals
Period 2000-2017year (Total 18 years)

Search keyword Make-up behavior, beauty behavi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llection object Study name, keyword
Analysis method KrKwic, Nodexl

Analysis indicator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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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석’, ‘추출’ 등과 같이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키

워드들이나 의미 없는 조사 등은 분석과정에서 무의

미한 데이터이므로 불용어 처리하였다. 둘째, 키워드 

추출은 화장행동 연구의 전체 흐름과 연구대상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화장행동 연구 전체와 연구대상

별(10대, 20~40대, 50대 이상)로 나누어 각각 추출하

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선정된 키워드들을 ‘단어×단

어’의 공출현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

로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드

엑셀(NodeXL)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키워드들의 연결관계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중심

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표분

석 역시 화장행동 연구전체, 연도별, 연구대상별로 각

각 실시하였다.

Ⅳ. Results

1. Language network analysis of total study

수집한 총 82편의 화장연구의 논문명과 중심어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후 상위 30개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으며

(Table 2), 상위 30위까지의 키워드로 구성된 네트워

크는 <Fig. 1>과 같다. 먼저 키워드 전체를 대상으로 

<Table 2> Result of 2000-2017year’s network analysis

Ranking Frequenc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 Makeup 
behavior (56) Makeup (.953) Makeup (2,612.12) Makeup (.048)

2 Woman (46) Behavior (.907) Behavior (2,038.74) Behavior (.048)

3 Makeup (18) Makeup 
behavior (.756) Makeup 

behavior (1,104.53) Makeup 
behavior (.042)

4 University 
student (18) Woman (.302) Woman (144.69) Woman (.020)

5 High school 
student (16) Appearance (.279) Appearance (143.52) High school 

student (.020)

6 Skin care (8) High school 
student (.267) High school 

student (92.19) Beauty (.019)

7 Self esteem (8) Beauty (.256) Beauty (78.12) Appearance (.018)

8 Makeup 
attitude (6) University 

student (.221) University 
student (53.50) University 

student (.017)

9 Youth (6) Values (.186) Consciousness (44.43) Values (.016)

10 Needs (6) Consciousness (.186) Values (35.15) Hair (.015)

1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6) Hair (.174) Cosmetic (26.75) Cosmetic (.015)

12 Lifestyle (6) Cosmetic (.174) Concern (25.31) Concern (.014)

13 Psychological 
expectation (4) Concern (.163) Hair (23.07) Youth (.014)

14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4) Youth (.151) Self esteem (16.68) Needs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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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빈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나

타내는 키워드는 ‘화장행동’이며, 다음으로 ‘여성’, 
‘화장’,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위 안에 연구대상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3개나 

있었으며, 상위 30위 안에도 ‘청소년’, ‘중학생’, ‘남
성’, ‘노인’ 등이 나타나 연구대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만 총 7개로 그동안 화장행동의 연구가 다양한 대상

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

중감, 심리적기대효과, 자의식과 같은 심리적 변수와 

의복행동, 의복가치 등 의복관련 변수 등이 화장행동

과 관련 변수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 화장행동 연구에

서 많이 다루어진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권의 키

워드는 빈도분석의 결과와 비슷하게 중심성분석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외모’, ‘미’, ‘또래압력’, ‘사회적자기효능감’, ‘사회적

<Table 2> Continued

Ranking Frequenc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5 Middle school 
student (4) Needs (.151) Self-consciousness (15.50) Consciousness (.014)

16 Self-
consciousness (4) Beauty behavior (.151) Makeup attitude (12.27) Lifestyle (.013)

17 Consciousness (4) Lifestyle (.140) Lifestyle (11.62) Makeup attitude (.013)

18 Fashion behavior (4) Makeup attitude (.140) Beauty behavior (11.42) Body satisfaction (.013)

19 Clothing values (4) Body satisfaction (.128) Youth (10.75) Skin care (.013)

20 Age (4) Skin care (.128)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9.73) Beauty behavior (.013)

21 Facial 
satisfaction (4)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128) Skin care (8.89)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012)

22 In-depth 
interview (4) Self esteem (.128) Needs (8.83) Self esteem (.012)

23 Body 
satisfaction (4) Self-

consciousness (.128)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8.37) Visibility (.012)

24 Beauty 
behavior (4) Visibility (.116) Interpersonal 

relationship (5.37) Peer pressure (.012)

25 Beauty surgery 
behavior (4) Peer pressure (.116) Body satisfaction (4.69) Social self 

efficacy (.012)

26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Social self 

efficacy (.116) Age (2.87) Social reference 
group (.012)

27 The elderly (4) Social reference 
group (.116) Facial satisfaction (2.20) Deviant behaviors (.012)

28 Man (4) Deviant behaviors (.116) Clothing values (1.14) Innovation (.012)

29 Makeup 
psychology (4) Innovation (.116) Psychological 

expectation (1.14) Middle school 
student (.012)

30 Makeup 
satisfaction (3) Middle school 

student (.116) Fashion behavior (.40) Clothing values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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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과 같은 키워드들이 빈도분석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중심성 분석에서만 보여지고 있어, 이는 

해당 키워드들이 화장행동과 관련한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Language network analysis by study object

연구대상의 연령별 화장행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10대, 20~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언어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빈도 분석 결

과, 키워드의 빈도가 2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다.

1) 10s

10대를 대상으로 한 화장행동 연구의 키워드를 빈

도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여성’, ‘고등학

생’, ‘화장행동’, ‘중학생’, ‘청소년’이 상위 5위에 있

어 화장행동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4개 모두 연구대상

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었다. 또한 외모관리행동, 화
장실태, 화장품구매행동 등 10대들의 화장행동을 파

악하고자 하는 변수들과 ‘자아존중감’, ‘자아개념’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

심성 지수의 경우 상위 키워드들은 빈도분석과 유사

하게 대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주로 나타나 10대 

대상의 화장행동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특성은 중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키워드의 경우

에는 빈도순위에 비해 중심성 지수들의 순위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남성’ 키워드는 반대로 빈도

에 비해 중심성 지수들의 순위는 높게 나타나 양적으

로 남성 대상의 연구가 여성 대상의 연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네트워크상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모’ 키워드가 빈도분석결과에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3개의 중심성 지수에서는 모두 상위

에 위치해 있어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

히 영향력이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화장관심도’ 
키워드 역시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에서만 나타났다.

2) 20s-40s

20-40대를 대상으로 한 화장행동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Table 4), 먼저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여성’, ‘화
장행동’, ‘대학생’, ‘외모관리행동’, ‘화장’이 높은 빈

도를 나타냈다. 10대 대상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연

구대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눈에 띈다. 10대 

대상과 다른 점으로는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행동’, 
‘의복추구혜택’ 등이 높게 나타나, 화장행동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들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개 이

<Fig. 1> Network of total study (To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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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10s

Ranking Frequenc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 Woman (21) Makeup (.917) Makeup (58.933) Makeup (.068)

2 High school 
student (16) Woman (.875) High school 

student (46.344) Woman (.067)

3 Make-up 
behavior (15) High school 

student (.833) Woman (44.499) Makeup behavior (.063)

4 Middle school 
student (10) Makeup behavior (.792) Makeup behavior (28.875) High school 

student (.063)

5 Youth (10) Appearance (.708) Middle school 
student (21.679) Appearance (.058)

6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8) Middle school 
student (.625) Appearance (21.390) Appearance 

management (.051)

7 Make-up (5) Appearance 
management (.583) Youth (12.494) Middle school 

student (.051)

8 Cosmetic (5)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542) Appearance 
management (9.018)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48)

9 Self-esteem (5) Youth (.500)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6.380) Cosmetic (.045)

10 Skin care (4) Cosmetic (.500) Information 
search (5.369) Self esteem (.043)

11 Information search (3) Purchasing behavior (.458) Cosmetic (3.681) Skin care (.042)

12
Beauty 
management 
behavior

(3) Self esteem (.458) Man (3.106) Man (.042)

13 Beauty behavior (3) Man (.458) Self esteem (2.582) Purchasing 
behavior (.041)

14 Man (3) Skin care (.458) Skin care (2.204) Youth (.041)

15 Self concept (2) Information 
search (.417) Purchasing 

behavior (1.976) Usage status (.036)

16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2) Interest in 
make-up (.375) Hair (1.000) Information 

search (.036)

17 Purchasing 
behavior (2) Usage status (.375)

Beauty 
management 
behavior

(.932) Interest in 
make-up (.034)

18 Interest in 
make-up (2)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333) Interest in 
make-up (.536)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031)

19 Usage status (2) Hair (.333) Usage status (.536) Hair (.030)
20 Make-up status (2) Make-up status (.250) Beauty behavior (.468) Make-up status (.026)
21 Hair (2) Beauty behavior (.250) In-depth interview (.026)

22 In-depth interview (2) In-depth interview (.250) Beauty behavior (.024)

23 Appearance 
management (2) Self concept (.208) Self concept (.021)

24 Appearance (2)
Beauty 
management 
behavior

(.167)
Beauty 
management 
behavior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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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빈도를 갖는 키워드의 수가 10대, 50대 이상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20~40대를 중심으로 한 
화장행동 관련 키워드들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중심성 지수에서는 10대 연구와 마찬가지로 ‘외모’ 
변수가 빈도순위는 낮지만 3개의 중심성 지수에서 모

두 빈도순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 20~40대 연구에서도 
네트워크상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빈도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자아와 의복 관련 키워

드들은 중심성 지수에서는 빈도순위에 비해 낮게 나

타나 영향변수로써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네트워

크상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3) Over 50s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장행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Table 5), 빈도분석에서는 ‘여성’, ‘화장행

동’, ‘화장’, ‘노인’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심리적 기대효과’, ‘자신감’, ‘얼굴만족도’, ‘욕
구’ 등의 키워드들이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점이 보여

진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얼굴만족도’, ‘신체만

족도’, ‘외모만족도’ 등의 신체외적요소에 대한 만족

도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 50대 이상의 화장행

동에서는 관심도 보다는 만족도가 더 주요한 키워드

임을 알 수 있다.
중심성 지수의 경우에는 인구통계적 특성이 빈도 

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이겐벡터 중심

성 지수의 순위가 가장 높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욕구’ 키워드가 50대 이상에서만 나타나는데 중

<Table 4>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20s-40s

Ranking Frequenc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 Woman (19) Behavior (.957) Behavior (1,666.725) Behavior (.053)

2 Make-up 
behavior (19) Makeup (.786) Makeup (930.941) Makeup (.046)

3 University 
student (15) Makeup behavior (.743) Makeup behavior (649.629) Makeup behavior (.045)

4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10) Appearance (.457) University 
student (213.405) Appearance (.032)

5 Make-up (5) University student (.457) Appearance (210.265) University student (.031)

6 Lifestyle (4)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414)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159.046)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29)

7 Man (3) Consciousness (.343) Consciousness (104.433) Consciousness (.026)

8 Self-esteem (2) Woman (.314) Woman (91.697) Woman (.024)

9 Self-
consciousness (2) Lifestyle (.214) Lifestyle (27.919) Body satisfaction (.022)

10 Body satisfaction (2) Body satisfaction (.2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19.321) Concern (.020)

11 Clothing 
behavior (2) Concern (.200) Body satisfaction (17.556) Lifestyle (.019)

12 Clothing 
benefit (2) Appearance 

interest (.186) Man (16.238) Appearance 
interest (.019)

13 Appearance 
satisfaction (2) Man (.171) Concern (10.489) Man (.016)

14 Clothing 
benefit (2) Self-consciousness (.157) Appearance 

interest (7.984) Self-consciousness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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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network analysis by 50s

Ranking Frequenc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1 Woman (18) Makeup (.800) Woman (1,060.656) Makeup (.063)

2 Makeup 
behavior (17) Woman (.764) Makeup (1,029.745) Woman (.060)

3 Makeup (6) Makeup behavior (.636) Makeup behavior (398.912) Makeup behavior (.057)

4 The elderly (5) The elderly (.291) The elderly (84.10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032)

5 Clothing values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55)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77.546) The elderly (.031)

6 Psychological 
expectation (5) Needs (.218) Self esteem (27.181) Needs (.030)

7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4) Psychological 
expectation (.218) Psychological 

expectation (22.440) Clothing values (.030)

8 Needs (4) Clothing values (.21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457) Psychological 

expectation (.029)

9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200) Needs (13.6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029)

10 Body 
satisfaction (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200) Clothing values (13.687) Adult (.025)

11 Makeup attitude (3) Adult (.16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6.938) Body satisfaction (.025)

12 Adult (3) Body satisfaction (.164) Facial satisfaction (6.750) Makeup attitude (.022)

13
Beauty 
management 
behavior

(2) Makeup context (.145) Age (6.750)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22)

14 Man (2) Makeup space (.145) Makeup attitude (2.000) Makeup context (.021)

15 Appearance 
satisfaction (2) Outgoing (.145) Adult (.571) Makeup space (.021)

16 Age (2) Makeup by time (.145) Body satisfaction (.571) Outgoing (.021)

17 Self esteem (2) Consumer (.145) Makeup by time (.021)

18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2) Life style circle (.145) Consumer (.021)

19 Old age (2) Makeup attitude (.145) Life style circle (.021)

20 Facial 
satisfaction (2) Self esteem (.127) Beauty theraphy 

program (.019)

21 Middle age (2) Facial satisfaction (.127) Makeup 
pregerence image (.019)

22 Lifestyle (2) Age (.109) Funerary 
photo-portraits (.019)

23 Appearance 
interest (2) Confidence (.109) Self esteem (.018)

24 Confidence (2) Diversion (.109) Media contact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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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 지수에서도 순위가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50대 대상의 화장행동에서 ‘욕구’의 분석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빈도분석 순위에는 없지만 

중심성 지표에서만 나타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화
장맥락’, ‘시간대별화장’, ‘가족생활주기’, ‘외출’, ‘심
리적 기대효과’, ‘영정사진’ 등이며, 이 키워드들은 10
대와 20~40대 대상의 연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

로 50대 이상의 연구에서만 영향력을 보여주는 키워

드임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화장행

동 연구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장행동 전

체 연구동향과 연구대상별 화장행동 연구 동향 특성

을 빈도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행동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매우 중요

한 키워드였으며, 일반적으로 ‘여성’키워드의 빈도와 

영향력이 높았으나, 10대 연구에서는 ‘남성’ 키워드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남성

의 평균 화장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다양성을 제외하

면, ‘행동’, ‘인식’, ‘의식’과 같은 기초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 화장행동을 심도 있게 분석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변수의 추출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화장행동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위 키워

드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성’, ‘화장’, ‘행
동’ 키워드들이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 여성을 대상

으로 한 화장행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

다. 그러나 연령대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다른 연령

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키워드들이 보여지고 있어 

화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연구대상에 따라

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추출된 키워드의 수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

었다. 10대와 50대 이상에 비해 20~40대 대상의 화장

행동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
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연령대인 만큼 선행연구가 누적되어 

검증된 변수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연구주제의 편향성이다. 연구대상에게 맞

는 새로운 변수와 척도를 개발하기보다는 늘 사용하

는 변수만을 연구에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화장품 시장의 주요 목표와 연령에 따라 고려해

야 할 변수가 다름을 도출하였으며, 화장 행동과 관련

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자료 표집이 제한

적이고, 실제로 연구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심층적 탐

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는 화장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데, 향후 국외논문과 함께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문

화권별 화장행동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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