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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was examined that the behavior of which they select hair equipment and a

product may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n interest in appearance during adolescence.

This study was presented that according to gender, a girl student has higher confidence in

appearance than a boy student, and also the higher the confidence in the girl’s

appearance, and they use more hair products. Moreover, the boy students are higher in

than a girl student in the rate of dependence on hair equipment, so the boy students

intend to use hair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was presented that the gender and an

interest in appearance is import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o hair fashion of adolescence

on an equipment and a product during presenting a hair-style, an interest in appearance

of adolesc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on explaining the degree of hair equipment and

leverage produc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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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청소년기는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해지는 성장기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신의 신체 이미지 및 스타일 표현

에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급격한 신체 변화 및 사회성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 활,

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때로1) 이러한 청,

소년기의 특성은 그들의 외모가꾸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성 및 성취

동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2) 청소년들의,

외모관심으로 인한 헤어스타일 행동은 헤어스타일

연출 시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신의 외모가꾸기에 대한 완성도. ,

를 높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됨

으로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되는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헤어스타일 연출에 사용되는 헤어연출기기

나 제품은 모발에 자극을 주므로 모발 자체는 물론

두피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3) 특히 왁스와 스프레

이 등 스타일링제품 사용 후 청결히 하지 않으면 두

피의 모공을 막기 때문에 모발 및 두피 건강에 악영

향을 줄 수 있으며4) 헤어스타일링 기기는 높은 열,

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모발의 수분을 증발시켜 모발

의 유연함을 없애고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시키는 것

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모발 및 두피건강

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5)

청소년대상의 외모관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의복행동, 6)7) 의복 및 모방행동, 8)9)10) 뷰티행동,
11) 헤어연출제품 및 화장품구매행동, 12)13)등으로 연

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연출에 사용되는 헤어스타일링

기기 및 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청소년의 외모관심에 대한 설명 변수의 가능

성을 살펴보고 인구통계적 특성 헤어스타일 연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수준을 파악함으로서 청소년기

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기기 및 제품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용산업분야에서 헤어연출기기나 제품 마케팅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미용실무자,

들의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주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심의 차원을 파악한다, .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선택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선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여섯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일곱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

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이론적 배경.Ⅱ

청소년기의외모관심1.

외모는 얼굴생김새 표정 말씨 몸짓 의복이나, , , ,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미,

지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관심도는 겉으로,

보여 지는 이미지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14)15)

과Thompsn Heinberg16)는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신체이미지의 관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과Froming Carver17)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

이 높으며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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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18)는 청소년기는 성장과정 중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이성에게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모관심이 높

아지고 더불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통해 또래집단

과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19) 서로의 외적연출 정보에 민감

한 청소년들은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

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스타일 변화를 통

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한다.

서윤경20)의 연구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또래들로부터 무반응과 거부를 당하고

스스로 비관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조선명, 21)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

적이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교적이고 따뜻하고 안정

적이며 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홍선옥22) 허정아, 23)의 연구에서는 교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제한된 의복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개성적

인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로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일탈집단의 경우.

대부분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반해 모범집

단의 경우 비교적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복 스타일에 어울,

리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한편 장진영외, 24)는 남성의 외모관심도와 화장품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외모관심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외모관리 체형관련 체중관련 몸매유지, , ,

등의 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외모관심도가 높을4 ,

수록 국산브랜드보다 해외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지수. 25) 우지영, 26) 은 남,

성들의 경우 자신의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피부관

리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피부관리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외모가 또래집단 내에

서의 평가의 척도가 되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중요

한 변인으로 외모관심이 의복 및 헤어스타일태도,

화장품구매행동 피부관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헤어스타일링 기기 및 제품선택에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2.

헤어연출기기1)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기기는 시술 시

모발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과도한 열을 사,

용함으로써 두피 및 모발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

고 있다.27)

아이론 즉 고데기라고 불리는 헤어연출기기는

120~140o의 온도를 이용하여 모발의 질감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주로 미용전문가들이 사용하여 왔으며
28) 전문 기술을 요하였으나 최근 들어 전기아이론,

이 개발되면서 일반인들의 사용이 매우 용이해 졌

다.

그러나 드라이어기와 아이론의 무분별한 사용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yakup29)에 의하

면 두피가 건조한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것은 건조함을 더욱 가속시키고 자연 바람,

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드라이어를 사용

해야 할 때는 되도록 찬바람으로 말리고 찬바람은

뜨거운 바람보다 모발과 두피에 자극이 적을 뿐 아

니라 스타일을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ydaily30)는 젖은 모발은 말린 모발보다 손상

되기 쉬우므로 약간 건조된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

까지 말린 다음 드라이어기와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

타일링을 해야 하며 머리를 말릴 때는 따뜻한 바람,

보다는 찬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문화저널31)에는 전기아이론은 등장 이후 여성들에

게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으며 열판 두 개가 집

게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간과 돈을 들여 미용실을 찾

지 않아도 스트레이트부터 펌 스타일까지 다양한 연

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어아이론의 원리가 높은.

열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모발의 수분을 증발시켜 모

발의 유연함을 없애고 원하는 스타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

여 모발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아이,

론을 사용할 경우 모발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샴푸와

함께 린스를 사용해야하며 헤어트리트먼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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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적인 모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헤어기기관련 선행연구에서 임인숙32)은 미용실 실

무자 및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

이론을 이용한 펌 시술 후 문제점으로 모발손상이

가장 크며 뻣뻣함과 건조함 영양부족이 주요한 우, ,

려사항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디자이너의 권유로 모.

발손상 방지를 위해 모발보호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33)은 열에 의한 손상을 입은 모발의 형태학

적 변화를 살펴 본 실험연구에서 드라이어를 사용한

모발을 개월 개월로 구분하여 현미경으로 살펴본1 ~4

결과 개월이 지난 모발은 표피층이 심하게 손상되1

어 떨어져 나가있었고 비늘층 문리들이 찢어진 부,

분이 몇 곳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개월이 지, 2

난 모발은 표피층이 들떠 있고 비늘층 문리들이 떨,

어져 나가 겹쳐진 모양이 불안정해 보였다고 하였다.

개월이 지난 모발은 모든 표피층이 들떠 있었3~4

으며 떨어져 나간 부분이 모든 층에서 나타났고, ,

큐티클층의 침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볼 때 드라이어기나 전기아이

론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모

발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실태 파악 및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헤어연출제품2)

최근 들어 자극이 강한 펌과 염모 왁스나 스프레,

이와 같은 스타일링제의 잦은 사용으로 여성들의 탈

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발 손상은 건강,

하고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34)

이종순35)의 헤어제품 유해성관련 연구에서 헤어스

프레이의 경우 화학첨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 등으로 흡입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끼

칠 수 있으며 제품 사용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gooddaysports36)는 대나 대의 경우 자신의10 20

이미지 변화 및 개성연출을 위해 펌이나 염색을 자

주하거나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하여 왁스 스프레이,

등의 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

대로 세척하지 않아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입어 탈

모로 이어지는 현상이 잦은데 특히 외모를 중시하, ,

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mydaily37)에서는 모발 끝에 많은 양의 스타일링

제품을 도포했을 경우 두피에는 과도한 양의 유분이

분비될 수 있으며 죽은 세포들이 쌓이기 때문에 스,

타일링 제품의 선택 및 사용법에 대한 지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헤어스프레이를 사용 할 경우 하얗. , ,

게 떨어지는 각질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적어

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뿌리는 것이 좋다15cm .

또한 왁스와 스프레이 등 스타일링제의 사용 후 깨

끗이 세척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시

키므로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38)

이상에서 청소년기의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되

는 헤어 기기와 제품이 모발 두피 건강과 밀접한ㆍ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 , 39)40)를

기초로 볼 때 청소년기에 있어 외모가 또래집단 내

에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

용을 하며 나아가 의복이나 헤어스타일태도로 이어,

져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 선

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Ⅲ

연구의 모형1.

측정도구2.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법이었으며 질문지의 구성은 외모관심, ,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 선택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

함하였다.

외모관심 문항은 김은주41) 정지영, 42)의 선행연구

에서 측정도구를 선택 수정하여 외모자신감 외모, ,

열등감에 대한 내용을 각 개 문항으로 총 문항5 10

이었며 측정은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Likert .

또한 헤어스타일 연출 시 사용하는 기기 및 제품

에 대한 문항과 인구통계적 변인으로서 성별 용돈2 ,

을 조사하는 내용 문항이 포함되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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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모형>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3.

본 조사는 년 월중에 시행하였으며 연구대2011 5 ,

상은 경남 진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남 여 인문계ㆍ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명 남학생 명2 273 ( : 148 ,

여학생 명 이었다 대상자들이 한 쪽으로 편중: 125 ) .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학교를 유형별로 나누어 편의표

집하였다 학교는 남자인문계고교 명 여자인문. 148 ,

계고교 명이었다125 .

질문지의 회수는 본 연구자가 담임선생님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응답한 후 즉시 회수,

하였다 총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질문에. 280 ,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를 최273

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분포는 성별은 남학생이 명148 (54.2%),

여학생이 명 였으며 용돈은 만원 이125 (45.8%) , 2

상 만원 이하가 로 가장 많았고 만원 이~6 52.7% , 6

상이 만원 이하 등의 순이었다26.0%, 2 21. 5% .

자료분석4.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 12.0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 t 검정 일- ,

원변량분석 요인분석(one-way ANOVA), , Cronbach

의 신뢰도 검증,α χ2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

였다.

결과 및 논의Ⅳ

외모관심의 차원1.

외모관심 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10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varimax

며 고유치가 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1

요인 수는 개로 나타났다2 .

외모관심 측정문항 및 개 차원의 신뢰도를 검증2

하기 위하여 문항과 요인의 상관계수 및 Cronbach

의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 1> .α

요인 은 모두 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나의 외1 5 ‘

모는 매력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

외모를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외모자’ ‘

신감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부하량은 이상이었’ , .46

다 신뢰도 값은 이었다 요인 는 대부분의. .77 . 2 ‘α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등’

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열등감‘ ’

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이상이었다 요인, .59 .

의 신뢰도 값은 이었다2 .61 .α

표 의 결과와 같이 외모관심의 요인은 외모< 1> ‘

자신감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이며 외모열등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 ’

에 대한 열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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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모관심의 요인분석< 1>

요인 요인부하량 요인신뢰도

요인 외모자신감1.

.77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828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784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762

아침에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706

나는 내 몸매가 마음에 든다. .461

전체 변량 고유치=31.19 % = 2.81

요인 외모열등감2.

.6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736

나는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648

다른사람들이살쪘다는소리를하면내몸무게가늘지않았어도신경이쓰인다. .614

나는절식및단식등으로다이어트를시도한적이있다. .596

전체 변량 고유치=54.85 % = 2.13

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 2>

(n=273)

유행추구성향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자신감 외모열등감

성별

남 2.69 2.48

여 2.81 2.92

t -1.19 -4.57**

용돈

만원 이하2 2.52(a) 2.60

만원 이하2~6 2.72(a) 2.72

만원 이상6 2.99(b) 2.67

F 5.66* .47

문자 는 의 다중범위검증*p<.05, **p<.01, a, b, c Duncan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를 검t

증과 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F < 2> .

표 에서 성별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는 여< 2>

자가 외모열등감에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에 따른 외모관심,

의 차이는 외모자신감이 수준에서 유의한 차p<.05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며 남학생의,

경우 용돈의 액수가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희. 43)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

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3.

기기 선택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선택과

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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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선택의 관계< 3>

구분
헤어연출 기기

계 χ2
드라이어기 셋팅기 사용 않음

성별

남

(n=148)

93

(62.8)

15

(10.1)

40

(27.0)

148

(100) 24.78**

df=2여

(n=125)

87

(69.6)

30

(24.0)

8

(6.4)

125

(100)

계 180(65.9) 45(16.5) 48(17.6) 273(100)

용돈

만원 이하2

(n=58)

36

(62.1)

8

(13.8)

14

(24.1)

58

(100)

5.69

df=4

만원 이하2~6

(n=144)

91

(63.2)

29

(20.1)

24

(16.7)

144

(100)

만원 이상6

(n=71)

53

(74.6)

8

(11.3)

10

(14.1)

71

(100)

계 180(65.9) 45(16.5) 48(17.6) 273(100)

**p<.001 ( )=col. %

표 에서 로 볼 때 남학생이 헤어스< 3> Column %

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셋팅기62.8%, 10.1%,

사용하지않음 로 드라이어기를 가장 많이 사27.0%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만원이하의, 2~6

학생이 로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63.2%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

경우 보편적으로 모발 길이가 짧은 스타일이므로 다

양한 연출이 용이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헤,

어스타일의 스타일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

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간.

수준정도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더 헤어스타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용돈수준이

헤어스타일 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홍선옥44) 허정아, 45)의 연구에서 제한된 의

복으로 그들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로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4.

제품 선택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 선택

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다< 4> .

표 에서 로 볼 때 남학생이 헤어스< 4> Column %

타일 연출 시 왁스 스프레이를 남학생이 여, 59.5%,

학생이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왁스나 스프20.0%

레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은 왁스나 스프레이를 만원이상의 학생이6 56.3%,

만원 이하의 학생이 만원이하의 학생2~6 41.0%, 2

이 로 만원이상의 높은 수준의 용돈을 받는24.1% 6

학생이 왁스나 스프레이 등의 스타일링제품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센스는 여학생이.

남학생이 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에45.6%, 10.8%

센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왁스,

나 스프레이로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이미지변신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여학생의 경우 헤어스타

일의 변화 보다는 모발의 건강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진영 외. 46) 이지수, 47) 우지영, 48)

의 남자가 화장품 구매의도와 피부관리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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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적합한 제품 선택과의 관계< 4>

구분
헤어연출제품

계 χ2
왁스 스프레이, 에센스 사용 않음

성별

남

(n=148)

88

(59.5)

16

(10.8)

44

(29.7)

125

(100)
56.63**

df=2
여

(n=125)

25

(20.0)

57

(45.6)

43

(34.4)

48

(100)

계 113(41.4) 73(26.7) 87(31.9) 273(100)

용돈

만원 이하2

(n=58)

14

(24.1)

14

(24.1)

30

(51.7)

58

(100)

20.40**

df=4

만원 이하2~6

(n=144)

59

(41.0)

40

(27.8)

45

(31.3)

144

(100)

만원 이상6

(n=71)

40

(56.3)

19

(26.8)

12

(16.9)

71

(100)

계 113(41.4) 73(26.7) 87(31.9) 273(100)

**p<.001 ( )=col. %

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 5>

(n=273)

인구통계적 특성 헤어연출기기 헤어연출제품

성별

남(n=148) 1.64 1.70

여(n=125) 1.37 2.14

t 2.93* -4.41**

용돈

만원 이하2 (n=58) 1.62(a) 2.28(c)

만원 이하2~6 (n=142) 1.53(a) 1.90(b)

만원 이상6 (n=70) 1.39(a) 1.60(a)

F 1.44 10.57**

문자 는 의 다중범위검증*p<.05, **p<.01, a, b, c Duncan (p<.05)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5.

제품 선택과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와 같< 5>

다.

표 에서 성별에 따른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 5>

택의 차이는 헤어연출 기기와 헤어연출제품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연출기기,

는 남학생이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p<.05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연출제품은 수준에서 유. p<.01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헤어

연출기기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헤어연출제품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과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

연출제품에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p<.01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 수준이 헤어연출제품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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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및 제품선택과의 상관관계< 6> ,

(N=273)

항 목 외모자신감 외모열등감

헤어연출기기 -.141* -.061

헤어연출제품 -.243** -.007

성별 -.073 -.268**

용돈 .204** .019

*p<.05, **p<.01

표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 및 제품 선택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 7>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헤어

연출 기기

성별 .355 .150 2.39*
R2=.044

F=3.06*

constant=1.82

용돈 -.165 -.097 -.155

외모자신감 -.145 -.102 -.647

외모열등감 .003 .002 .037

헤어

연출 제품

성별 -.424 -.204 -3.34**
R2=.107

F=7.95**

constant=1.73

용돈 -.234 -.090 -1.50

외모자신감 -.230 -.229 -3.84**

외모열등감 -.168 -.061 -1.01

*p<.05, **p<.01

차이는 헤어연출기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뉴스49)에서의 아이론이 여성들

에게 중요한 필수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시사되었

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6. ,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는 표 과 같다< 6> .

표 에서 각 변인들은 외모자신감이 헤어연출< 6>

기기가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p<.05 ,

헤어연출제품 용돈에서는 수준에서 각각 유, p<.01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모열등감은 성별에서만.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p<.01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외모열등감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외모자신감은 용돈 헤어연출. ,

기기 및 제품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과의 인과관계7.

각 변인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7>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준에서 유의. p<.01

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

의 경로계수는 계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성별beta .

의 경우 가변수를 사용하였는데 남학생을 점 여, 1 ,

학생을 점으로 부여하였다0 .

표 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선택< 7>

은 성별 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beta= .150, p<.05)

을 받았으며 두 변인의 설명력은 였다 즉 여, 4.4% .

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연출시 제품선택은 성별(beta= -.20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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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1>

그림 헤어스타일 연출시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2>

외모자신감 에 영향을 받는 것(beta= -.229, p<.01)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였다 즉 헤어스타, 10.7% .

일 연출 시 제품 선택은 성별 외모자신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

기 및 제품 선택에서 헤어연출기기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헤어연출제품은 용돈이 외모자신감에 직접적인1>,

관계가 있으며 여학생이 외모자신감이 높을수록 헤,

어연출제품 선택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헤어연출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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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헤어기기 의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헤어기기사용을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

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의 헤어스

타일 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

년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활용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임

을 알 수 있었다.

결 론.Ⅴ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관심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

택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외모관심과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다음 외모관

심 및 헤어기기 및 헤어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자는 진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명273

이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모관심의 차원에서 외모관심 개의 문항, 10

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이, 1

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은 외모자신감

과 외모열등감의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2 .

둘째 성별에 따른 외모관심과의 차이는 여자가,

외모열등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용돈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는 외모자신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

연출기기 선택과의 관계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

출 시 드라이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용돈은 만원이하의 학생이 헤어스타, 2~6

일 연출 시 드라이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헤어스타일 연출시 헤어,

연출제품 선택과의 관계는 남학생이 헤어스타일 연

출 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용,

돈을 받는 학생이 왁스나 스프레이 등의 스타일링제

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에.

센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에센스를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연출 기기와 헤어연출제품 모두 남학생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은 헤어연출기기가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헤어연

출제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용돈과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선택의 차이는 헤어

연출제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용돈 수준이 헤어연출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돈과 헤어연출기기선택과의. ,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심과 헤어스타일, ,

연출 시 제품 및 기기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외모자신

감과 헤어연출기기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용,

돈과 헤어연출제품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

모열등감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외모열등감이 가장 높.

은 상관이 있었으며 외모자신감은 용돈 헤어연출, ,

기기 및 제품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헤어스타일 연출 시 기기선택은 성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여학생 보다는 남,

학생이 헤어스타일 연출시 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연출시 제품선택은 성별. ,

외모자신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외모자

신감이 더 높았고 여학생은 외모자신감이 높을수록,

헤어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헤어기기 의존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헤어기기사용을 더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과 외모관심이 헤어스타.

일 연출 시 기기 및 제품에 대하여 청소년의 헤어스

타일 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

년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기기 및 제품 활용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외모관심이 헤어스타일

연출 시 제품과 기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과도한 헤어연출기기와 제품의.

사용은 두피 및 모발의 손상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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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두피 및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발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미용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언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과 표집대상을 임의 표집

하여 얻은 결과이며 인구통계적 변인으로서도 성별,

과 용돈을 제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외

모관심과 헤어연출기기 및 헤어연출제품의 측정도구

가 제한된 문항으로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지역 및 학교 유형의 확대와 외모관심의

특성 헤어연출기기 및 제품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각 차원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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