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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Despite the fact that face (i.e. Chemyon) is deeply-rooted in Korean culture and significantly affects the behavior of 

Korean people, the effect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has only reported mixed findings, that is, significant 

and/or insignificant face effects have been reporte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prior research findings, and comprehensively 

examine the effect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i.e. effect size, and moderating variables)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through meta-analy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mong 1,019 face-related academic studies, retrieved from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RISS), 34 studies and 300 cases examining the effect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were finally 

included for meta-analysis. Face measured as face sensitivity and/or a face sensitivity sub-component (shame-consciousness, 

formality-consciousness, and other-consciousness) were integrated in the meta-analysis.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was classified as antecedents of purchase (overall conspicuous consumption tendency, overall symbolic consumption 

tendency, personality, high price, high quality, brand seeking, fashion seeking, enjoyment, other person (interpersonal) 

consideration, position, reference group, and attitude), purchase (purchase intention, unplanned purchase, purchase, and 

expenditure), and post-purchase (satisfaction, repurchase, and post-purchase). The data used in the meta-analysis was comprised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program. Results: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was .248.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size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shame-

consciousness face, formality-consciousness face, and other-consciousness face. Among the types of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categoriz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effect size was found to be largest in the order of position, attitude, 

reference group, post-purchase behavior, brand seeking, personality, trend seeking, etc.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isure 

types moderated the effect size of face on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The effect size was found to be largest in the 

order of skin diving, baseball, various leisure participation, dance, gambling, golf, etc. Conclusions: Face moderately or 

significantly influence leisure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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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분야에서 문화여가 

지출 비중은 2018 년 5.76%, 그리고 코로나 19 로 

인해 문화여가 지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0 년 4.31%를 기록(K·indicator, 2021)하는 등 

문화여가 지출은 가계의 소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19.1 개(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에 

달하는 등 여가는 시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가활동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Kim & Lim, 2020; Yoon & 

Jang, 2010; Sirgy, 2010),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문화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Chick, 2009; Hudson, Walker, 

Simpson, & Hinch, 2013; Paris, Musa, & Thirumoorthi, 

2015). 예를 들면 해외문헌에서는 인종, 국적 등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Ito, 

Walker, Liu, & Mitas, 2017; Wang & Walker, 2011; 

Washburne, 1978)되어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요소로서의 체면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Cha & Kim, 2004; Lee 

& Lee, 2021; Nam, 2012)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체면이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소비자, 즉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결과들을 

살펴보면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Nam, 2012)이 있는 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연구들(Lee & Lee, 2021) 그리고 체면의 

구성요소 중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가 함께 보고된 문헌도 

있다(Park & Kim, 2007; Cha & Kim, 2004). 

따라서,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첫째,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평균 

효과크기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체면 

구성요소들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서로 비교하여 구성요소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 단위 중 어떤 소비자 

행동 분야가 체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를 

효과크기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여가활동 유형은 다양하므로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가활동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메타분석 방법은 기존의 축적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연구들의 결과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관심 

변수의 효과크기 그리고 효과크기의 조절요인 등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체면 

 

체면은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보편적

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며(Brown & Levinson, 1987; Yu, 

2003), 지속적인 연구 결과들이 산출(Brown & 

Levinson, 1987; Ho, 1976; Hu, 1944; Goffman,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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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ng & Ng, 1983) 되고 있다. 그러나 체면은 서양

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

나며, 동양과 서양 간의 체면 결정요인 혹은 체면에 

따른 결과 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Kim & Nam, 

1998).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체면을 자기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Goffman, 1955)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체면을 자기

이미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Ho, 1976). 

우리나라의 체면의 성격이 복합적이므로 체면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Lim (1994)은 한국인의 체면 구조가 서양인의 체면 

구조보다 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기술

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서양인의 체면은 자기 이미

지를 중심으로 형성(Goffman, 1955)되며, 체면 요소

는 성숙이라는 기본 가치로 집약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의 체면은 서양인의 체면에 비해 사회적 관

계를 포함하여 더 많은 요소로 형성되며, 체면 요소

는 성숙, 체신, 인품, 품위, 역량 등과 같이 복합적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Choi and Kim(2000)은 체면구조, 체면욕구, 체면민

감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체면민감성은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의식성 체면, 사회격식성 체

면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면이 복합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으므로 체면 구성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여가 분야에

서의 체면에 관한 연구들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

게 여기는지를 측정한 체면민감성을 바탕으로 하여 

체면의 구성요소를 3요인(예를 들면 창피의식성 체

면, 타인의식성 체면, 형식의식성 체면)으로 보는 연

구들(Mun & Kwon, 2015)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체면민감성을 단일요인으로 보는 연구들(Kim & Lee, 

2019; Yu, 2018; Lee, 2017; Lee & Lee, 2021), 2요인(예를 

들면 창피의식성 체면과 형식격식성 체면)으로 보는 

연구들(Nam, 2012; Choi & Lee, 2011), 4요인(예를 들면 

위상 체면, 인격 체면, 자기 체면, 타인 체면)으로 

보는 연구(Suh & Lee, 2018), 5요인(예를 들면 무리 귀

속, 신분 지위 부착, 우월성 추구, 인식 품위, 자기

방어)으로 보는 연구(An, Kim, & Yoon, 2016) 등 체면 

구성요소를 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2. 여가활동 

 

여가는 ‘내재적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

동’(Kim, Jung, & Lee, 2020, p. 593) 혹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

간’(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을 의

미한다. 여가와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은

(work & life balance)은 삶의 웰빙을 추구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Wiese, Kuykendall, 

& Tay, 2018). 이것은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같

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부터 탈피하여 휴식을 취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Wies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여가 소비자 행동을 여가 시간을 여가활동을 통해 

소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여

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면의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한다. 

여가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21)에서는 여

가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여가활동 유형을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

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

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일 이외의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여가활동으로 보고 

여가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가를 

관람과 참여를 포괄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면을 들 수 있다(Liu & Le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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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본 연

구들은 다수 발표된 바 있으나 그 결과들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미치지 못하는 연구 등이 혼재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체면 구성 각 요소들이 소비자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게 보고되는 것을 

볼 수 있다(Cha & Kim, 2004; Lee & Lee, 2021; Nam, 

2012; Park & Kim, 2007),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는 체면의 

구성요소를 보는 시각, 체면을 측정하는 방법, 

체면을 측정하는 맥락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체면의 구성 차원(예를 

들면 체면을 단일구성개념 혹은 다차원 구성개념), 

체면의 측정(예를 들면 창피의식성 체면, 

형식의식성 체면, 타인의식성 체면 등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자기 체면 및 타인 체면으로 구성하는 방법), 

여가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가 

조사 대상 유형(예를 들면 스포츠 대 외식)에 

따라서도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연구 결과도 의미가 있으나 다수

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체면의 여가 소비자의 소비 행동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하여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을 활

용하여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2.3. 메타분석 

 

메타분석은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선행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의 분

석’(analysis of analyses)을 통해 메타분석 특유의 통계

적 방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론을 

의미한다(Glass, 1976, 1977). 메타분석의 특징은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 연구된 다수의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 특유의 계량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결합(combine)하고 분석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들의 통합된 효과크기

(effect size)를 산출해 냄으로써 특정 주제에 관한 연

구 결과들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Glass, 1977; Smith & Glass, 1977).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는 효과의 규모(magnitude 

of effect)를 의미(Smith & Glass, 1977)하는 것으로 프

로그램 효과의 크기 혹은 변수 간 관계의 크기를 

표현한 값을 말한다(Hwang, 2020). 메타분석에서 효

과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즉 평균차이, 

상관계수, 비율(승산비 등)로 구분해 볼 수 있다

(Hwang, 2020; 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메타분석은 해외의 여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연구 방법이며(Li, 2014; 

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Shelby & Vaske, 2008; 

Wiese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보고되는 

연구 방법에 속한다. 여가와 관련된 메타분석은 여

가 모형을 중심으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Bae & 

Lee, 2020)와 개별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메타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가활동을 중

심으로 수행한 연구는 관광 분야(Jo, Ryu, & Cha, 2019; 

Kim, Jang, & Kang, 2020) 스포츠/레포츠 분야(Byun, 

Cho, & Bae, 2018), 신체활동 참여(Kim & Kim, 2021), 

온라인 게임(Yoo & Kim, 2020), 호텔 종사원(Oh & 

Chung, 2014), 여가활동 참가(Kim & Koo, 2000) 등이 

있다. 그런데 여가 분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소비

자 행동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는 Kwak and Won 

(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적이며, 체면이 

여가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분야에서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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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3.1.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체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가 분야에서는 체면을 

체면민감성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체면민감성을 단일 구성 혹은 3개의 구성요인

으로 구분하여 보는 문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면을 단일 구성(체면민감성) 

혹은 3개 구성요소(창피의식성 체면, 형식의식성 체

면, 타인의식성 체면)로 보고 연구 모형에 적용하였

고, 각 문헌에서 체면 구성요소를 다르게 구성한 경

우 각 문헌들의 설문 문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체면 

구성요소와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 Meta-Analysis Framework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은 소비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예를 들면 소비성향, 태도, 

행동 의도)과 소비 행동(예를 들면 구매, 충동구매, 

지출) 그리고 소비 행동의 결과 변수들(예를 들면 

만족, 재 구매 의도, 구매 후 행동)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다수의 연구들은 소비성향을 

다차원 구성요소로서 구분하여 보고 있으며, 각 구

성요소들에 대해 체면민감성과의 관계성을 각각 살

펴보는 문헌들이 많았다. 이 경우 각 구성요소를 단

순히 통합하여 분석한다면 하나의 연구에서 다수의 

사례들이 반영되는 문제, 즉 메타분석 과정에서 각 

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

가 소비 행동을 선행 요인, 소비 행동, 소비 후 행동

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세부 단

위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 분야에서 체면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

론을 통합적 시각에서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 

연구주제 1-1: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

는 전체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주제 1-2: 체면의 구성요소들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 인가? 즉, 체

면의 구성요소들 중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 별 

체면의 효과크기 

연구주제 2: 여가 소비자 여가 소비 행동 별 체

면의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여가 유형 별 체면과 여가 소비자 

행동 간의 효과크기 

연구주제 3: 여가 유형에 따라 체면과 여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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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가 소비 행동 간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즉, 체면이 여가 소비자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여가 유형에 따라 조절되는가? 

 

3.2. 메타분석 방법 

 

3.2.1. 메타분석 대상 연구 추출 과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

면이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riss.kr)

에서 ‘체면’을 키워드로 입력한 결과 1,019건의 연구

물들이 발견되었고, 중복된 25편 논문을 제외한 994

편의 연구를 추출하였다. 이후 여가 소비자 행동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 아닌 논문을 제외한 결과 112편

의 논문이 일차적으로 선별되었다. 선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 소비자 행동 맥락에서 체면을 

다룬 연구가 아닌 논문이 제외되어 종합적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95편이었다. 이들 논문 중에서 질적 

분석 논문, 여가 소비자 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논문(예를 들면 체면 척도를 개발한 문헌, 체

면 요인 만을 산출 문헌 등),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는 상관계수 혹은 t-값을 보고하지 않은 논문 등

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4편의 논문이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가이드라인(Hwang, 2020)에 따라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Figure 2: Selecting Procedure 

 

3.2.2. 연구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체면이며, 종속변수는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이다. 체면은 체면민

감성으로 측정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21)에서 실시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참

고로 하여 스포츠 혹은 문화 관람/참여, 문화예술 

관람/참여, 외식 활동, 미용, 오락 활동 등이 포함되

는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보고 문헌을 선별하였다. 

보고된 문헌 중에는 관광(Yang, 2019), 골프(Ko & Kim, 

2021), 스킨스쿠버(Kang, Song, & Kim, 2014), 자전거

(Ko & Han, 2013), 스포츠 관람(Kwak & Won, 2014), 문

화예술관람(Suh & Lee, 2018), 레스토랑/외식/식음료

(Bae, 2017; Kim & Cho, 2017:), 호텔(Kwon, Kim, & Lee, 

2016), 내기(Na & Son, 2018), 미용(Gwak & Kim, 2020; 

Mo, 2021), 여가활동 전체(Kim & Lim, 2020) 등의 여

가활동이 포함되었다. 

각 분석 단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여가 

소비 행동은 세부 분석단위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 분석단위로는 소비 성향과 관련된 변수로는 개

성 추구, 고가격 추구, 고품질 추구, 브랜드 추구, 유

행 추구, 즐거움 추구, 타인 의식 추구, 지위 추구, 

준거집단 추구 등이 있고, 소비 태도와 관련된 변수

로는 태도가 있으며, 행동과 관련된 변수로는 행동 

의도, 행동, 비 계획 구매, 지출, 그리고 구매 후 행

동으로는 만족도, 재 구매 의도, 구매 후 행동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3.2.3. 연구 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체면과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 분석 단위

로는 메타분석에서 공통의 표준화된 분석 단위인 상

관관계 계수 효과크기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분석은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효과크기 산출 방법은 각 연

구에서 산출된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r값 을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논문 중 상관계

수 r값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t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http://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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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을 r값으로 변환하는 공식(Hwang, 2020; Borenstein 

et al., 2009)에 따라 변환을 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

는데 활용하였다.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과정은 Pearson 상관계수 r

값을 Fisher의 z값으로 변환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

고, 이를 다시 Pearson 상관계수 r값으로 전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상관계

수를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할 때 이와 같은 과

정을 거치는 이유는 추출된 Pearson의 상관계수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상관계수의 분

산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규

분포에 근사한 값인 Fisher의 z로 변환을 하여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는 것이 정확성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Hwang, 2020; Borenstein et al., 2009). 

효과크기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으로 구분되는데(Borenstein et al., 2009; Cohn & Becker, 

2003), 고정효과 모형은 각 연구들의 동질성을 가정

하는 반면 랜덤효과 모형은 각 연구들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질성은 효과크기 간 차이 혹은 연

구 간 차이의 비 일관성 정도를 의미한다. 각 연구

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상이한 표본과 상이한 처

치에 의해 연구들이 수행되었을 것이므로 효과크기 

모형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은 랜덤효과 모

형을 것이다. 

메타분석에서는 연구물들 간의 이질성 여부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Q통계량과 자유도를 통해 동질성 

검증을 한 후 I²통계치를 활용하여 이질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Hwang, 2020; Borenstein et al., 

2009). 만일 Q통계량이 자유도보다 크면 이질성이 

있는 자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I²통계치가 

0.1보다 작으면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있다고 본다. 

이질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위 집단 분석을 통해 

이질성을 유발하는 조절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메타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를 분석한다(Hwang, 2020; Borenstein et al., 2009). 

출판편의는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forest plot 혹은 funnel plot을 통해 데

이터가 좌우 대칭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Egger의 회귀 검증(Egger’s 

regression test)을 활용한다(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메타분석을 연구(study) 단위에서 보면 한 연구에

서 다수의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를 통해 다수의 

분석 결과물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데이터의 

반복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타분석에서

의 독립성 가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Lipsey, 2019; 

Park & Joung, 2020). 독립성 가정 저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단위이동 방법이 있다. 분석

단위이동 방법은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에는 각 

연구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간주하여 효과크기를 산

출하며, 하위집단의 효과크기는 각각의 하위 효과크

기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여 하위집단의 효과크기

를 산출하는 방법이다(Lipsey, 2019).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이동 방법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특성 

 

체면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물 수는 34편이며, 총 사례 수는 300개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

수의 종속변수 간에 사례가 산출되어 독립성 가정

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단위이동 방법(Lipsey, 2019)과 여가 소비

자의 여가 소비 행동 관련 종속변수를 최대한 세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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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효과크기 

 

4.2.1. 전체 효과크기 

체면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248

로 나타났다. 효과크기의 값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

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Overall Effect Size 

K ES 
95% CI 

Q df p I² 
lower upper 

34 .248 .204 .291 181.53 33 .000 81.8 

Note: k=cases, ES=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weighted squared deviations, df=-degree of freedom, 

p=significant probability, I²=heterogeneity 

 

이러한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평균차이로 효과크

기를 측정하는 경우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되지만 상

관계수로 효과크기를 측정(Hwang, 2020)하는 경우에

는 작은 크기(.1)보다는 크며, 중간크기(.3)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크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상관계

수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으므로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는 중간을 

다소 하회하는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체면의 효과크기를 체면민감성을 단일 구성으로 

측정한 경우와 3개의 구성요소, 즉 창피의식성 체면, 

형식의식성 체면, 타인의식성 체면으로 나눈 경우의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3개의 구성요소

로 체면민감성을 측정한 경우의 효과크기는 창피의

식성 체면(.314), 형식의식성 체면(.271), 타인의식성 

체면(.1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면민감성 전체로 

측정한 효과크기는 .249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

는 바는 체면민감성 중에서 어떠한 체면 요소가 부

각되는지에 따라서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효과크기를 상관계수를 기준(Hwang, 2020)

으로 구분해 보면 창피의식성 체면은 효과크기가 

중간을 다소 상회하는 것에 해당되며, 형식의식성은 

중간을 다소 하회하는 효과크기에 해당되고, 타인의

식성 체면은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가운데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Effect Size of Face Sensitivity Sub-component 

Type k ES 
95% CI 

Q df P 
lower upper 

face 
sensitivit

y 
20 .249 .185 .312 

24.41 3 .000 

shame-
consciou

rness 
98 .314 .286 .342 

other-
consciou

sness  
87 .197 .157 .236 

formality-
consciou

sness 
95 .271 .237 .305 

Note: k=cases, ES=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weighted squared deviations, df=-degree of freedom, 
p=significant probability 

 

체면민감성의 효과크기를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 세분 단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서 

체면민감성의 효과크기는 지위(.503), 태도(.476), 준

거집단(.379), 구매 후 행동(.331), 브랜드 추구(.318), 

개성 추구(.289), 유행 추구(.287), 고가격 추구(.280), 

타인 의식 추구(.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가 소비자의 여가 소비 행동에서도 사회적 관계

를 고려하는 요인(예를 들면 지위, 준거집단)과 과

시적 소비 성향과 관련된 요인(예를 들면 브랜드 추

구, 개성 추구) 등이 체면의 영향을 크기 받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여가 유형별로 체면민감성의 효과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체면민감성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여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가 유형별로 체면민감성의 효

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스킨스쿠버(.450), 야구(.380), 

참여(.317), 댄스(.284), 내기(.279), 골프(.261) 등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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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Size by Leisure Consumption Sub-component 

Type K ES 
95% CI 

Q df P 
lower upper 

Ostentation 17 .255 .188 .320 

133.15 18 .00 

Symbol 18 .221 .155 .284 

Personality 30 .289 .218 .358 

High price 21 .280 .233 .326 

High quality 6 .143 .017 .265 

Brand 39 .318 .261 .372 

Trend 28 .287 .215 .356 

Enjoyment 9 .253 .137 .363 

other consideration 23 .267 .182 .347 

position 4 .503 .435 .565 

Reference group 2 .379 .307 .446 

Attitude 9 .418 .355 .476 

Behavioral intention 15 .179 .114 .243 

Behavior 13 .189 .126 .251 

Unplanned purchase 10 .188 .102 .271 

Expenditure 9 .123 .063 .183 

Satisfaction 35 .242 .190 .294 

Repurchase 6 .204 .147 .259 

Post-purchase behavior 2 .331 .256 .403 

Note: k=cases, ES=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weighted squared deviations, df=-degree of freedom, p=significant 
probability 

 
Table 4: Effec Size by Leisure Types 

Type K ES 
95% CI 

Q df P 
lower upper 

Travel 6 .240 .185 .293 

114.55 12 .00 

Hotel 3 .093 .030 .156 

Restaurant/food 23 .210 .136 .281 

Golf 175 .261 .239 .264 

Dance 20 .284 .217 .348 

skin-scuba 12 .450 .374 .521 

Baseball 12 .380 .313 .442 

Cycling 3 .151 .028 .271 

camping 2 .039 -.059 .136 

Cosmetics 14 .163 .036 .284 

Culture/art 12 .158 .124 .191 

Gambling 1 .279 .157 .393 

Psrticipation 17 .317 .177 .437 

Note: k=cases, ES=effect size, 95% CI=95% confidence interval, Q=weighted squared deviations, df=-degree of freedom, p=significant 
probability 

 

 
 

4.3. 출판편의 분석 

 

출판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체면민감성의 전체 평

균 효과크기에 대한 대표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

판편의는 먼저 funnel plot을 통해 효과크기 데이터들

이 대칭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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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unnel Plot 

 

본 연구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 좌

우대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비대칭적

인 모습도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Egger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비대칭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에 대해 

Egger 회귀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의의 p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p=.162)으로 나타났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

가 없음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funnel plot이 

통계적으로는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24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효과

크기를 상관계수로 측정하였으므로, 상관계수에 의

한 효과크기 해석(Hwang, 2020)에 따르면 체면의 전

체 평균 효과크기는 작은 효과크기(.1)보다는 크며 

중간 효과크기(.3)를 다소 하회하는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체면민감성을 구성요소로 구분한 경우의 

효과크기는 창피의식성 체면(.314), 형식의식성 체면

(.271), 타인의식성 체면(.1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면민감성 전체로 측정한 효과크기는 .249로 나타

났다. 효과크기를 상관계수를 기준(Hwang, 2020)으로 

해석해 보면 창피의식성 체면은 중간 효과크기를 

다소 상회하며, 형식의식성 체면은 중간을 다소 하

회하는 효과크기에 해당되고, 타인의식성 체면은 중

간 효과크기와 작은 효과크기의 가운데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여가 소비자 행동의 세부 유형별 효과크기

는 지위(.503), 태도(.418), 준거집단(.379), 구매 후 

행동(.331), 브랜드(.318), 개성(.289), 유행(.287), 고가

격(.280), 타인 의식(.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지출(.123)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나 지출 

역시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한 효과크기로 보면 작

은 효과크기를 상회하고 있다. 

넷째, 체면민감성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여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가 유형별 체면민감성의 효과크기를 비교

한 결과 스킨스쿠버(.450), 야구(.380), 참여(.317), 댄

스(.284), 내기(.279), 골프(.261) 등의 순으로 효과크

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전반

적으로 체면은 여가 소비자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가 혼재

된 상항에서 체면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여가 소비

자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체면민감성의 구성요소 중 어

느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는지에 따라 여가 소비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창

피의식성 체면이 부각될 때에는 형식의식성 체면이 

부각될 때에 비해 소비 행동에 영향을 더 크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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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 관련자들

은 소비자들이 창피의식성 체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창피의식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부정

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창피의식성 체면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기업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1:1 상담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둘째, 여가활동 시 어떤 체면민감성이 발현되는

지에 따라 소비 행동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

면 동일한 외식 맥락에서도 창피의식성을 크게 느

낀다면 불평 행동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타인의식성을 크게 느낀다면 불평 행동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인의식성이 부각되는 경우에

는 준거집단 영향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셋째, 체면이 미치는 효과크기는 여가 소비자 행

동 세부 단위 별로 상이하다. 체면은 지위, 태도, 준

거집단, 구매 후 행동, 브랜드 추구 등에 상대적으

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

동은 중국인에게서 도 나타난다. Chen, Loverio, Mei-

jung, Naipeng, and Shen (2021)은 중국인 여행자들이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거나 여행 시 명품을 구입하

는 것이 체면(mien-tzu)의 영향을 받는 행동임을 질

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넷째, 체면이 여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크

기는 여가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여가 유형에 따라 마케팅 방법이 상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Min and Kim (2018)

은 체면이 높은 경우보다 체면이 낮은 경우 소비자

의 커뮤니케이션 노력, 공감 노력, 순응 노력, 언어 

행동, 피드백 행동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여

가 유형 중에서 캠핑과 같이 체면의 효과크기가 상

대적으로 낮은 여가 유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마케

팅 노력은 소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참여 및 공감

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또한 여가 유형별로 종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분

야에서 체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염두에 

두고 고객관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체면이 낮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중요한 반면 체면이 높은 경우에는 사과와 실질적

인 보상이 병행되는 것이 서비스 실패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Du, Fan, & Feng, 2010). 따라서 

캠핑 활동과 같이 체면의 영향력이 약한 경우에는 

서비스 실패 시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 실질적인 보

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스킨스쿠

버 활동과 같이 체면의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사과

가 선행해야 하며, 사과의 후속조치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고객관계관리 방

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체면의 영향력이 큰 여가 

유형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고객이 체면 손상을 받

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방법 상 상관계수 

혹은 상관계수로 전환이 가능한 연구 결과만을 분

석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분석 대상을 여가 분야에 한정하였다는 점과 우

리나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여가 관련 소비자 행

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가 분야와 

다른 분야(예를 들면 워라밸 차원에서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체면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는 연구 혹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간의 체면 효과크기를 비

교해 보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연구는 여가 유형별 여가 소비자 행

동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분석 대상

의 범위를 넓히고(예를 들면 체면의 분석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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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가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의 종업원, 일반 소비 

분야까지 포괄하여 분석), 인구통계적 부분(예를 들

면 연령, 성별, 소득 수준)도 고려하여 분석해 본다

면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체면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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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es 

 
Appendix 1: Meta-Analysis Studies List 

Authors Year Subjects Leisure Types 

Kim & Koo 2000 299 Exercise Participants 

Cha & Kim 2004 140 Elderly Leisure Activities 

Park & Kim 2007 305 Makeup 

Kim & Lee 2011 287 Golf 

Choi & Lee 2011 423 Dance Sport 

Nam 2012 284 Sports Participants 

Ko & Han 2013 85 Cycling 

Kim, Jung & Hyung 2013 287 Golf 

Lee & Lee 2013 371 Golf 

Kang, Song & Kim 2014 315 Skin-Scuba 

Lee 2014 315 Golf 

Choi 2014 432 Dance Sport 

Mun & Kwon 2015 356 Golf 

Jung, Han, & Kim 2015 320 Hotel Customer 

Jin, Kim, & An 2016 400 Dining-Out 

Kim & Cho 2017 313 Dining-Out 

Bae 2017 250 Food 

Lee 2017 370 Golf 

Lee & Kim 2017 451 Golf 

Na & Son 2018 237 Gambling 

Yu 2018 362 Golf 

Choi, Lee, Jung, & Kim 2018 257 Baseball 

Suh & Lee 2018 273 Culture/Art  

Kim & Lee 2019 283 Golf 

Yang 2019 198 Airline 

Jeong, Choi, & Jeon 2019 311 Golf 

Jeong & Jeon 2020 374 Golf 

Han & Cho 2020 349 Golf 

Gwak & Kim 2020 233 Makeup 

Kim, Jeong, & Jeon 2020 283 Golf 

Yi, Jung, & Yoon 2020 309 Dining-Out 

Ko & Kim 2021 186 Golf 

Mo 2021 219 Makeup 

Lee & Lee 2021 204 Go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