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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alent types and self-appearance perception on 

make-up and ha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ur in 367 adults(female and male).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to consider both human talent type and the self-appearance per-

ception on make-up and ha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ur correlates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ur.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alent types, the self-appearance perception and the make-up and hair appearance man-

agement behaviour, appearance managing reason, appearance managing area, and con-

sulting with doctor related to appearance unsatisfaction.

  Also,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talent, bodily kines-

thetic talent among 8 talent types on the make-up and hair appearance management be-

haviour were significant, and that the effects of real and ideal self-appearance perception 

factors on the make-up and hai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ur wer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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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 . . ⅠⅠⅠⅠ

외모는 다른 사람을 지각하는 첫 번째 단서 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스스

로 만족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에서

도 자신감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외모에 대한 사. 

회적 통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회가 추구

하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문화전달의 역할을 . , 

담당하는 매스미디어는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이상

적인 외모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1)2) 이 이상 

화는 국제화되어 자기평가에 사용되기도 한다.3) 우

리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 , 

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즉 자기외모, 

평가와 인식에 근거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

다.4)5)6)

외모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가지 유형이 있  3 

다 신체에 채색하는 방법 신체를 . (body painting), 

포피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하(body enclosure), 

나는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상흔을 내는 방법(body 

이다 외모관리의 두 번째 방법인 신체modification) . 

를 포피하는 방법은 적게는 귀걸이 목걸이를 하거, 

나 크게는 신체전체를 의복으로 둘러싸는 방법이다. 

여기에 다양한 소재와 질감 그리고 색상과 디자인 

등이 신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하는 패션미학

과 패션산업이 존재한다 외모관리의 번째 방법은 . 3

오늘날 성형수술과 같이 신체에 상처자국을 남기거

나 신체를 변형시키는 성형미학이 발전하고 있다.

외모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인 신체를 채색하는   

바디페인팅 행동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계층의 차이

를 표현할 수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화

장 메이크업 으로 연결되어 얼굴화장을 통하여 적극( )

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화장미학이 대두되어 

보편적 또는 특수분장의 외모관리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얼굴화장과 헤어스타일링 및 관. 

리를 통한 외모관리행동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재능

유형과 자기외모인식이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 . . . ⅡⅡⅡⅡ

재능유형과 자기외모인식이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앞서 본 연구의 중심 주

제인 용어의 정의와 연구의 범위를 밝혀두고자 한

다 재능유형 에 대한 정의는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 ‘ ’

기술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자기외모인식과 화. 

장 및 외모관리행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기외모인식자기외모인식자기외모인식자기외모인식 1.  1.  1.  1. 

자기외모인식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적 자기  

외모와 이상적 자기외모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 

들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지식의 중요원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어지며 타인의 피드백에 의한 자

기내면화 과정에서 내재화된 타인원천을 포함하여 

이상적 자기외모이미지를 가꾸려는 동기가 생성되

고,7)8)9) 자신의 의지력을 포함한 이상적 신체로 향하 

려는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바꾸어 말하면 자기외모인식은 외모를 관 

리하려는 행동성향의 근원이 된다.

또한 자기외모에 대한 만족은 자기의 능력 성공  , 

이나 가치 등을 높이 평가하게 하여 자기에 대한 느

낌을 좋게 한다.12) 나아가서 외모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 속에 내재화된 개인적인 가치판단

인 자기존중감의 평가적 요소와 자기만족 자기승인, 

과 같은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에 영

향을 미치고 자기 존중감을 상승시키는 기능과 표현

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 

사회적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

해서 인식하고 자신의 신체적 결점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고자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통, 

해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13)14) 

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  2.   2.   2.   2. 

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이란 주로 미용실이나   

미용전문점에서 수행되는 화장 주로 얼굴에 행하는 (

피부관리 및 색조화장 팩 맛사지 등 과 헤어관리, , )

주로 머리카락관리인 스타일링 블리치 염색 정( , , , 

발 그리고 두피케어 등 를 이용한 외모관리행동으, )



구인숙 구인숙 구인숙 구인숙 / / / / 재능유형 자기외모인식이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3

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미용실이나 미용전문점에서 . 

행하더라도 신체를 변형하는 문신이나 점 및 잡티제

거와 같은 외모관리행동은 고수준외모관리행동으로 

분류하여 다른 논문에서 취급하기로 하고,15) 본 연 

구에서는 화장 헤어 얼굴피부관리 등에 관한 행동, , 

에 국한하여 개인의 재능유형과 자기외모인식이 화

장 및 헤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사람의 외모는 내적외모와 외적외모로 구분된다 .  

내적외모는 그 사람의 심성과 생각이 작용하고 감정

과 습관의 영향으로 자세와 행동 그리고 말과 표정, 

이 관여하게 된다 저변에는 사람의 욕구가 잠재되. 

어 있는데 내적외모는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외부로 표출된다 외적외모는 화장과 헤어. 

관리 그리고 의복 등에 의해 형성되며 착용자의 표, 

현의지가 이미지를 결정한다 화장과 헤어스타일링. 

은 의복과 함께 토탈패션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간과 

의복과 화장 및 헤어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이미지

를 생성할 때 진정한 미적체험을 할 수 있다 이미. 

지는 추상적 관념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상 이, “ ” 

지만 이미지는 표현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개개의 사물을 지각하고 파악하는 것은 감

각을 통해서이지만 이미지는 개별적으로 지각한 정

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제공한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생. 

성되는 미의 유형은 사뭇 차이가 난다 어떤 경우는 . 

백치미를 다른 경우는 섹시미와 우아미를 표현한다, .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통하

여 인간불평등의 기원을 부정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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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연구문제 연구문제 연구문제   1.   1.   1.   1.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설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인구통계변수는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행동에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능유형은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행동에 영향  2) 

을 미칠 것이다. 

재능유형과 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부위 외모  3) , , 

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화장품구매요점 화장품구매, , 

정보원 등 간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자기외모인식은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행동에   4)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외모인식요인들과 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  5) , 

부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등 간은 상관이 있, 

을 것이다.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 문헌조사 및 예비조사   2.   2.   2.   2. 

본 연구를 위해 현대인의 외모관리행동의 심리적  , 

사회적 근거를 관련도서와 선행연구논문을 통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16)17)18)19) 외모관리를 위한 , 

상품과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조사와 

외모관리행동 통계조사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밝혀진 문항들을 보완하여 본 조사 측정도

구를 작성하였다 또한 외모관리행동과 재능의 관련. 

성을 규명하기위해 선행연구의 재능측정설문지를 사

용하였다.20)21) 조사대상자는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은 우편 전자메일 직접대면조, , , 

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 2012 1 25

일부터 월 일까지의 일주일간이었다 총 부1 31 . 387

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67

부만이 최종자료로 활용되었다.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3.   3.   3.   3. 

본 조사 측정도구는 재능 측정을 위한 문항 자  72 , 

기외모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화장 및 헤어13 , 

외모관리행동측정을 위한 문항 외모관리이유 문9 , 1

항 외모관리부위 문항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 1 , 

문항 그리고 인구통계변수 문항 등 총 문항1 , 8 105

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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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측정을 위한 문항과 자기외모인식을 측정하  72

기 위한 문항 화장 헤어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13 , , 

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7 “ , ,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점 리커트 척도로 , , ” 5

구성되었다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을 측정하기위한 . 

문항 중 화장품구매요점 구매정보원 등의 문항과 9 , 2

인구통게변수 문항은 명명척도로 구성되었다8 . 

표본 구성표본 구성표본 구성표본 구성  4.   4.   4.   4.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367

명 남성이 명 이고 연령별은 172 (46.9%), 195 (53.1%) , 

세 이상 대미만이 명 대가 명18 20 8 (2.2%), 20 156

대가 명 대가 명(42.5%), 30 76 (20.7%), 40 105

대가 명 으로 분포되었다(28.6%), 50 22 (6.0%) .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5.   5.   5.   5. 

본 조사를 위해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  SPSS 19 

여 각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행하였고 빈도 백, , 

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차이검정을 , , . 

위해 카이검정 또는 교차분석 상관분석x²( ) t-test, , ,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결과 및 고찰 . . . . ⅥⅥⅥⅥ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위한 행동 중 타인에 의해   

시술되는 특수한 분장을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

거나 타인에 의해 시술되더라도 보편적인 미용서비

표 헤어 화장관리행동 빈도분석 표 헤어 화장관리행동 빈도분석 표 헤어 화장관리행동 빈도분석 표 헤어 화장관리행동 빈도분석 < 1> , < 1> , < 1> , < 1> , 

문항 평균 편차

1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생활태도를 나타낸다 고 생각한다. 3.7984 .81495

2 나는 미용실에서 모발관리나 염색을 하곤 한다. 3.7248 .90113

3 나는 미용실에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다듬는다. 3.5858 .94817

4 나는 미용실에서 블리치나 퍼머를 하곤 한다. 3.7902 .83444

5 스스로 얼굴 팩이나 마사지를 자주한다. 3.6076 .95457

6 나는 비비크림 등 색조화장품을 사용한다. 3.7112 .94288

7 나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향수를 사용한다. 3.4850 .97183

크론바하 알파 N=367, = 평균0.897, 3.672, F=13.359, P<0.001

스인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인구통계변, 

수 재형유형 자기외모인식의 영향력을 알기위해 , , 

설문지조사를 행하고 수집된 명의 데이터를 분367

석한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인구통계변수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인구통계변수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인구통계변수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  1. ,   1. ,   1. ,   1. , 

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부위 외모불만으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부위 외모불만으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부위 외모불만으외모관리이유 외모관리부위 외모불만으     , ,      , ,      , ,      , , 

로 의사와 상담 간의 관련성로 의사와 상담 간의 관련성로 의사와 상담 간의 관련성로 의사와 상담 간의 관련성                    

화장 헤어를 통해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행동  . , 

외모를 관리하는 이유 외모를 관리하는 부위 그리, , 

고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한 적이 있는지 등은 

인구통계변수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 빈도분석 1) 

얼굴과 머리에 변화를 주거나 화장품을 사용하여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행동들을 조사하기위해 구성

된 문항의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9 .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의 빈도분석  (1) 

화장 메이크업 관리에는 목적에 따라 피부관리 색  ( ) , 

조화장 특수화장 등이 있다 헤어관리에는 커트 염, . , 

색 및 블리치 파마 드라이 코팅 영양 두피 또는 , , , , , 

모발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으며 청결을 , 

위해 관리하는 목적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외모지

향적인 목적을 겸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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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의   7

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와 같다 화< 1> . 

장 헤어 외모관리행동의 개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 7

바하 알파값 평균=0.897, 3.672, F=13.359, 

로 신뢰도가 높고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P<0.001

이 밝혀졌다. 

화장품구매요점 화장품정보원의 빈도분석  (2) , 

화장품의 구매요점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을 알  

기위한 기본적 태도라고 생각된다 화장품의 구매요. 

점의 구성요소 중 내피부와 적합성 끈적임 여“ ”, “

부 향 냄새 성능과 효과 는 상품의 본질적인 ”, “ ( )”, “ ”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명 이 상품278 (75.75%)

의 본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매. 

요점의 구성요소의 빈도분석은 표 과 같다< 2> . 

        소비자들의 화장품구매정보원의 활용실태는 마케

표 화장품구매요점 빈도분석표 화장품구매요점 빈도분석표 화장품구매요점 빈도분석표 화장품구매요점 빈도분석< 2>< 2>< 2>< 2>

구성요소 빈도( ) 빈도 퍼센트

상품의 본질적 요소

명(278 , 75.75%)

내 피부에 맞는가 169 46.0

끈적이지 않는가 21 5.7

향 냄새( ) 12 3.3

성능 효과/ 76 20.7

부가적 요소

명(89 , 24.25%)

상표 브랜드( ) 26 7.1

가격 35 9.5

용기디자인 8 2.2

용량 20 5.4

합계 367 100.0

표 화장품 구매정보원의 빈도분석표 화장품 구매정보원의 빈도분석표 화장품 구매정보원의 빈도분석표 화장품 구매정보원의 빈도분석< 3> < 3> < 3> < 3> 

구성요소 빈도 퍼센트

인적정보원 친구 천지/ 130 35.4

유통업체정보원
141(38.4%)

백화점 108 29.4

할인점 33 9.0

미디어정보원
96(26.2%)

잡지 16 4.4

인터넷 휴대폰, 68 18.5

라디오/TV 12 3.3

합계 367 100.0

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한 . 

구매정보원은 크게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족 친3 . , 

지 친구 등의 인적 정보원을 통해서 인지되는 경우, 

와 유통업체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 

넷 및 휴대폰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 , TV, 

는 경우이다 표 에서 보이듯이 응답자들은 미. < 3>

디어를 통한 정보원보다는 인적 정보원이나 유통업

체 정보원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이유 외모관심부위 외모관련으로  2) , , 

의사와 상담 의 빈도분석    

응답자들이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 외모관리를 한  , 

다면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신체부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모관리이유와 외모관심부위를 개인이 얼마

나 인식하며 외모에 관련된 문제로 의사와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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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기위한 외모관리이유 외모, 

관심부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등의 개 변수, 3

들의 빈도분석은 표 와 같다< 4> .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이유  

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로 응답자는 명“ ” 97

이었다 외모관리이유의 구성요소들은 결국 (26.4%) . 

성공욕구와 자존욕구로 분류되는데 성공욕구보다는 

표 외모관리이유 빈도분석표 외모관리이유 빈도분석표 외모관리이유 빈도분석표 외모관리이유 빈도분석< 4> < 4> < 4> < 4> 

구성요소 빈도 %

성공욕구

177(48.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 싫어서 80 21.8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97 26.4

자존욕구

190(51.8%)

타인의 선망을 받고 싶어서 90 24.5

자존감을 위해 65 17.7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35 9.5

합계 367 100.0

표 외모관심부위빈도분석표 외모관심부위빈도분석표 외모관심부위빈도분석표 외모관심부위빈도분석< 5> < 5> < 5> < 5> 

구성요소 빈도 %

체형 및 의복

60(16.3%)

체형 몸매 관리( ) 20 5.4

의복 패션 관리( ) 40 10.9

얼굴

307(83.7%)

얼굴화장관리 23 6.3

얼굴피부관리 246 67.0

헤어스타일 관리 38 10.4

합계 367 100.0

표 외모관련으로 의사와 상담의 빈도표 외모관련으로 의사와 상담의 빈도표 외모관련으로 의사와 상담의 빈도표 외모관련으로 의사와 상담의 빈도< 6>< 6>< 6>< 6>

구성요소 빈도 %

체형

48(13.1%)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22 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26 7.1

얼굴

268(73%)

미용 성형외과 48 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70 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118 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32 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51 13.9

합계 367 100.0

자존욕구의 빈도가 명으로 더 높았다190(51.8%) . 

외모관심부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얼굴피부관리  “ ”

에 대한 관심이 명 로 압도적으로 빈도가 246 (67.0%)

높았다 표 에 보이듯이 외모관심부위도 결국 . < 5>

체형과 얼굴로 귀결되는데 체형이 명 인데 60 (16.3%)

비해 얼굴에 관심이 명 이었다307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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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 ” 

를 묻는 문항에서 표 에 보이듯이 치열교정을 < 6> “

위한 치과 를 찾은 응답자가 명 으로 가” 118 (32.2%)

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피부관리와 잡티제거, “

를 위한 피부과 를 찾은 소비자가 명” 70 (19.1%), 

얼굴성형을 위한 성형외과 를 찾은 소비자가 명“ ” 48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를 찾은 사람이 (13.1%), “ ”

명 이었다 이에 반해 외모불만으로 의사32 (8.7%) . “

와 상담을 받아 본적이 없다 고 답변한 응답자는 ” 

명 에 불과하였다 명을 제외한 명의 51 (13.9%) . 51 316

응답자들은 외모를 개선하려는 잠재력 내지는 의지

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3) , 

개의 변수 외모관리이유 외모관심부위    3 ( , , 

외모관련의사와 상담 간의 상관분석    )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 3

변수 간의 상관분석은 표 에 보이듯이 나이 전< 7> , 

공 근무지 직업년수 성별과 관련성이 높았다 예, , , . 

를 들면 나이가 적을수록 직업년수가 적을수록 여, , 

성일수록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이라는 인‘ ’

표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인구통계변수와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7> , 3< 7> , 3< 7> , 3< 7> , 3

피어슨상관계수 나이 직업 전공 근무지 직업년수 월수입 월의복
지출비 성별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140** -.121* -.146** .123*

염색모발관리 -.126*

헤어스타일링 -.112*

블리치와 파마

비비와 색조화장품사용

스스로 팩과 마사지

향수방향제사용 -.104* .149**

화장품구매요점 -.150** .109* .117*

화장품매정보원

외모관리이유 .158** .127*

외모관리부위 -.120* -.125* -.130*

외모관련 의사상담 .249** .184** .261** .155** -.174** -.170**

*=p<.05, **=p<.01, N=367

식은 높았다 그리고 직업과 전공을 제외한 모든 인. 

구통계변수에서 외모관련으로 의사와 상담 간에 ‘ ’ 

관련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외모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개의 화장 헤  < 8> 7 . 

어외모관리행동과 개의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여주3

는 것이다 외모관리이유 및 외모관심부위 와 . “ ” “ ”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 간에는 로 모든 변수 p<.001

간에 정적상관이 있었다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모. 

발염색과 외모관심부위 간에 상관계수 로 외모=.954

관심부위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모발염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모관련의사와 상담과 화. 

장 및 헤어관리행동 간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인구통계변수와 외모관리이유 간의 교차분석 4) 

외모관리이유와 외모관심부위 외모불만으로 의사  , 

와 상담 등의 개의 변수와 인구통계변수 간의 교차3

분석은 표 과 같다 직업과 전공에서 집< 9, 10, 11> . 

단 간의 차이는 이상으로 유의함이 밝혀졌다P<.05 . 

외모관리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표 에 나타난 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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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 간의 상관분석표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 간의 상관분석표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 간의 상관분석표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및 개의 변수 간의 상관분석< 8> , 3< 8> , 3< 8> , 3< 8> , 3

피어슨상관계수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표현 모발염색 헤어

스타일링
블리치 
파머

비비크림 
색조화장품

팩과 .
마사지

향수
사용

외모관리이유 .319*** .399*** .482*** .333*** .239*** .329*** .328***

외모관심부위 .501*** .954*** .823*** .725*** .668*** .720*** .306***

외모불만상담 

***=p<.001, N=367

표 직업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 9> < 9> < 9> < 9> 

변수의 구성요소
경영

관리직
전문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대학
학생

전업
주부

자영업
전체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 
싫어서 8 6 18 15 10 13 8 2 80(21.8)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6 13 13 22 12 21 6 4 97(26.4)

타인의 선망을 받고 
싶어서 5 14 11 15 9 20 14 2 90(24.5)

자존감을 위해 4 11 11 6 6 23 3 1 65(17.7)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2 7 3 8 0 12 2 1 35(9.5)

합계 25
(6.8)

51
(13.9)

56
(15.3)

66
(18.0)

37
(10.1)

89
(24.3)

33
(9.0)

10
(2.7) 367(100)

F=2.418, P<.05

표 전공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 10> < 10> < 10> < 10> 

변수의 구성요소 자연계 인문계
사회 및

법학계
상경계 생활과학 예체능계

전체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 
싫어서 19 32 15 6 2 6 80(21.8)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22 16 26 14 5 14 97(26.4)

타인의 선망을 받고 싶어서 25 25 14 11 5 10 90(24.5)

자존감을 위해 10 14 16 8 7 10 65(17.7)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6 9 10 2 3 5 35(9.5)

합계 82(22.3) 96(26.2) 81(22.1) 41(11.2) 22(6.0) 45(12.3) 367(100)

F=2.969, P<.05

와 같이 성공욕구와 자존욕구로 귀결되는데 직업별 

외모관리이유는 표 에서 대학생 명< 9> 89 (24.3%) 

중 자존감을 위해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에 “ ”, “ ”

응답한 비율은 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 전문직35% . , , 

전문기술직 경영 관리직 순으로 자존욕구의 비율, . 

이 높았다. 

전공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은 표 과 같  < 10>

고 외모관리이유 중 자존감을 위해 와 개성을 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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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서 는 자존욕구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자존’

욕구의 비율이 높은 전공순은 생활과학계열(45%), 

예체능계열 사회와 법학계열 상경계열(33%), (32%), 

순 이었다(24%) . 

근무지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은 표 과   < 11>

같고 분당 대전 및 충청 지역의 응답자들이 사회, ‘

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서울지역의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서 에 의 비율을 보였는데 타인의 선망을 받’ 23% ‘

고 싶어서 에 의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서울지‘ 27% . 

역의 응답자가 타인지향적인 사회성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로 집단 간의 유의. F=.625, P>.05

미는 규명되지 않았다. 

인구통계변수와 외모관심부위 간의 교차분석 5) 

인구통계변수와 직업별 전공별 근무지별 외모  , , “

관심부위 와의 교차분석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 , 

이상으로 유의함이 밝혀졌다 모든 직종 모든 P<.05 . , 

전공 모든 근무지역에서 외모의 최대관심부위는 얼, 

굴 명 이었다 그 다음은 의복 패션 관리가 (246 , 67%) . ( )

명 헤어스타일관리가 명 얼굴40 (10.9%), 38 (10.4%), 

화장관리가 체형몸매관리가 이었다23(6.3), 20(5.4) . 

얼굴은 대인관계 시 인상형성에서 중요한 단서이  

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생김새와 표정이 있기 때문. 

이다 생김새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뢰감 기호 . , 

등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표정은 그 사람의 . 

기본적인 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에 의해

서 외부로 표출되므로 얼굴은 밝고 신뢰감있고 능, 

표 근무지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관리이유의 교차분석< 11> < 11> < 11> < 11> 

변수의 구성요소 서울 분당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전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기 

싫어서
18 24 34 4 80(21.8)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24 30 42 1 97(26.4)

타인의 선망을 받고 싶어서 28 25 36 1 90(24.5)

자존감을 위해 23 15 22 5 65(17.7)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10 13 11 1 35(9.5)

합계 103(28.1) 107(29.2) 145(39.5) 12(3.3) 367(100)

F=.625, P>.05

력있는 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정은 하루아침에 .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습관에 의해 표출되

므로 얼굴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인구통계변수와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6) 

간의 교차분석    

개의 인구통계변수와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  8 “

담 변수간의 구체적인 빈도를 알기 위해 교차분석” 

을 하였던 바 표 표 에 보이듯이 개의 < 12>-< 19> 8

인구통계변수들과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 ” 

집단 간의 차이는 이상으로 유의함이 밝혀졌P<.05

다 잘 생긴 사람이나 못 생긴 사람이나 대부분의 .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에 보이듯이 대 대는 미용성형외  < 12> 20 , 30 ‘

과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치열교정을 위’, ‘ , ’, ‘

한 치과 등에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빈도가 높’ 

았고 대는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를 찾은 빈도, 40

가 높거나 상담받아 본적이 없음 의 비율 이 ‘ ’ (29%)

높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도 나이에 따. 

라 양상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에 . < 13>

보이듯이 직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은 대학

생과 사무직이 미용성형외과에서 상담받은 적이 있

는 것으로 응답한 빈도가 높았다. 

전공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에 대한 교차분  

석결과 표 와 같고 분산분석에 의한 < 14> F=2.969, 

로 집단 간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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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나이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나이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나이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나이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2> < 12> < 12> < 12> 

변수의 구성요소 세18-19 대20 대30 대40 대50 전체(%)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0 8 2 12 0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0 14 8 0 4 26(7.1)

미용 성형외과 0 26 14 8 0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0 31 23 14 2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7 72 24 5 10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0 0 1 30 1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1 5 4 36 5 51(13.9)

합계 8(2.2) 156(42.5) 76(20.7) 105(28.6) 22(6.0) 367(100)

F=11.527, P<.001

표 직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3> < 13> < 13> < 13> 

변수의 구성요소
경영

관리직
전문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대학생
전업
주부

자영업
전체
(%)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0 12 0 6 2 2 0 0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0 0 0 4 4 14 4 0 26(7.1)

미용 성형외과 6 0 4 11 2 20 2 3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4 9 18 6 3 18 12 0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7 12 18 23 16 35 4 3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4 6 6 6 5 0 3 2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4 12 10 10 5 0 8 2 51(13.9)

합계
25

(6.8)

51

(13.9)

56

(15.3)

66

(18.0)

37

(10.1)

89

(24.3)

33

(9.0)

10

(2.7)

367

(100)

F = 2.451, P<.05. N=367

표 전공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전공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4> < 14> < 14> < 14> 

변수의 구성요소 자연계 인문계
사회/
법학계

상경계 생활과학 예체능계 전체(%)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8 4 8 0 2 0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2 5 10 2 3 4 26(7.1)

미용 성형외과 6 12 15 4 1 10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22 23 12 5 2 6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24 37 17 22 9 9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7 2 7 4 3 9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12 12 12 4 2 7 51(13.9)

합계 82(22.3) 96(26.2) 81(22.1) 41(11.2) 22(6.0) 45(12.3) 367(100)

F=2.96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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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이듯이 서울과 분당 지역이 미용성< 15> ‘

형외과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치열교정을 ’, ‘ , ’, ‘

위한 치과 등의 의사와 상담한 빈도가 높았다 외’ . 

모에 대한 관심도도 수도권일수록 높다고 할 수 있

다. 

표 에 보이듯이 직업년수별 외모불만으로   < 16> “

의사와 상담 간의 교차분석결과 직업년수가 낮을수” 

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용성형외과 점‘ ’, ‘ ,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의사와의 상담빈도가 높았’ 

다 그리고 치열교정으로 치과 에서 상담한 응답비. ‘ ’

율이 높은 직업년수는 년 미만이었다 월수입별 10 .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 

는 표 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17> . 

표 근무지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근무지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5> < 15> < 15> < 15> 

변수의 구성요소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체(%)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2 7 12 0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16 3 6 1 26(7.1)

미용 성형외과 18 18 12 0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20 24 23 3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39 38 38 3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5 9 14 4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3 8 39 1 51(13.9)

합계 103(28.1) 107(29.2) 145(39.5) 12(3.3) 367(100)

F=5.133, P<.005

표 직업 년수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 년수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 년수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직업 년수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6>< 16>< 16>< 16>

변수의 구성요소 년 미만10 년 미만10-15 년 미만15-20 년 미만20-25 전체(%)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8 3 11 0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13 9 1 3 26(7.1)

미용 성형외과 28 12 8 0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27 28 14 1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71 31 7 9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0 6 25 1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5 11 31 4 51(13.9)

합계 152(41.4) 100(27.2) 97(26.4) 18(4.9) 367(100)

F=9.309, P<.001

의복지출비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에 교‘ ’ 

차분석결과 표 에 보이듯이 월 만원 미만, < 18> 40-50

의 월의복지출자의 미용성형외과 상담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에 보이듯이 성별과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 19>

상담 간의 교차분석은 남성 이 여성 보다 (17%) (8%)

미용성형외과의사와 상담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상담받아 본 적이 없음 의 비율도 . ‘ ’

여성이 높았다 이유는 응답자들의 분포가 젊은 남. 

성 대미만이 명 의 비중이 큰 것과 최(20 156 =44.5%)

근 보보스 족 메트로 섹슈얼 도시남자 그루밍 등 , , , 

남성들의 외모관리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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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수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교차분석표 월수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교차분석표 월수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교차분석표 월수입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교차분석< 17> < 17> < 17> < 17> 

변수의 구성요소
만원200

미만
200-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600-800
만원미만

800-1000
만원미만

1000
만원아상

전체
(%)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2 6 8 2 0 4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6 9 9 1 1 0 26(7.1)

미용성형외과 14 10 22 2 0 0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13 16 21 13 2 5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16 45 23 21 7 6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1 9 13 5 3 1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2 12 17 10 3 7 51(13.9)

합계
54

(14.7)

107

(29.2)

113

(30.8)

54

(14.7)

16

(4.4)

23

(6.3)

367

(100)

F=3.947, P<.005

표 월의복지출비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월의복지출비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월의복지출비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표 월의복지출비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 교차분석< 18> < 18> < 18> < 18> 

변수의 구성요소
만원10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60

만원
미만

60-70

만원
미만

만원70

이상

전체

(%)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6 5 0 2 2 3 0 4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4 4 6 4 6 2 0 0 26(7.1)

미용성형외과 10 13 8 6 6 0 2 3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15 8 17 7 6 7 2 8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37 31 25 10 2 5 4 4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9 9 4 1 4 1 3 1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19 14 7 2 3 1 5 0 51(13.9)

합계
100

(27.2)

84

(22.9)

67

(18.3)

32

(8.7)

29

(7.9)

19

(5.2)

16

(4.4)

20

(5.5)
367(100)

F=3.068, P<.005

표 성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의 교차분석표 성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의 교차분석표 성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의 교차분석표 성별 외모불만으로 의사와 상담의 교차분석< 19>< 19>< 19>< 19>

변수의 구성요소 여성 남성 전체(%)

비만관리를 위한 한의원 13 9 22(6.0)

몸매관리를 위한 전문가내과 6 20 26(7.1)

미용성형외과 14 34 48(13.1)

점 잡티제거를 위한 피부과/ 33 37 70(19.1)

치열교정을 위한 치과 49 69 118(32.2)

문신을 하기위한 전문가 17 15 32(8.7)

상담받아 본 적 없음 40 11 51(13.9)

합계 172(46.9%) 195(53.1%) 367(100%)

F=10.8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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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2. ,   2. ,   2. ,   2. , 

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미치는 영향                    

명의 전체 응답자들의 재능유형을 알기위해   367

천직발견연구소의 재능설문지를 활용하여22) 전체 재 

능평균을 산출하고 문항을 요인 분석에 의해 개 , 72 8

재능 유형을 생성하고 평균과 집단 간의 차이를 검

정하였다.23)

재능측정도구 문항의 요인분석 1) 72

재능측정도구 문항 중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72 8

들을 베리맥스 회전과 요인추출수를 을 지정한 후 1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와 같은 개 재능유형< 20> 8

을 생성하였다 재능검사를 위한 개 문항의 신뢰. 72

도는 크론바하 알파 이고(Cronbach' alpha)=0.898 , 

으로 최소값은 Mean=3.324, F=34.403, P<.001 2.3

표 재능유형의 신뢰도 및 평균 집단 간 차이 표 재능유형의 신뢰도 및 평균 집단 간 차이 표 재능유형의 신뢰도 및 평균 집단 간 차이 표 재능유형의 신뢰도 및 평균 집단 간 차이 < 20> 8 , < 20> 8 , < 20> 8 , < 20> 8 , 

재능유형 문항수 alpha Mean F P

공간재능 9

.898 3.324 33.983 <.001

논리수학재능 8

신체운동재능 8

언어재능 10

음악재능 9

인간친화재능 10

자아성찰재능 9

자연친화재능 9

표 개 재능별 평균 평균순위 집단 간 차이 표 개 재능별 평균 평균순위 집단 간 차이 표 개 재능별 평균 평균순위 집단 간 차이 표 개 재능별 평균 평균순위 집단 간 차이 < 21> 8 , , < 21> 8 , , < 21> 8 , , < 21> 8 , , 

재능유형 평균 순위  F P alpha

공간재능 3.311 3 12.567 .000 .807

논리수학재능 3.195 8 22.876 .000 .845

신체운동재능 3.253 6 176.047** .000 .802

언어재능 3.226 7 10.275 .000 .818

음악재능 3.256 5 10.036 .000 .820

인간친화재능 3.612 1* 53.356 .000 .901

자아성찰재능 3.389 2 16.820 .000 .773

자연친화재능 3.300 4 11.771 .000 .800

최대값은 자유도는 이었다71, 3.864, 366 . 

개 재능유형 간의 차이검정 2) 8

개 재능유형의 신뢰도 평균 평균 순위 값 및   8 , , , F

유의수준은 표 과 같다 개 재능유형요인 중 < 21> . 8

가장 높은 재능은 인간친화재능 으로 평균(*) =3.612, 

유의수준 크론바하 알파F=53.356, P<.001, =0.901, 

최소값 최대값 이었다 가장 낮은 재=2.992, =3.864 . 

능이 논리수학재능으로 크론바하 알파 로 분=0.845

석되었다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재능은 신체운동. 

재능 으로 크론바하 알파 값(**) =0.802, F =176.047, 

유의수준 최소값은 최대값은 이<.001, 2.371, 3.847

었다 각 재능유형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고 집단 간. 

의 차이감정은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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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 외모관리행동에  3) 8 , 

미치는 영향     

개 재능유형이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  8

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모델을 입력법을 선

택하고 재능유형을 독립변수 예측변수 종속변수에 , ( ),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개의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7

행동 변수들을 입력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1) ‘ ’

미치는 영향     

헤어스타일은 사회생활에서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  

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

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헤어스타. 

일은 얼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고 얼굴은 상대방

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는 인상형성에서 가장 중요

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복을 조화롭게 .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헤어스타일이 조화롭지 못하면 

세련미가 감소하며 헤어스타일은 단정한데 의복이, 

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 22> “ ”< 22> “ ”< 22> “ ”< 22> “ ”

독립변수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B ß t P

상수 3.798 121.457  <.001 

논리재능 .058 .072 1.762 =.079

신체운동재능 .619 .759 15.352 <.001 

인간친화재능 -.123 -.151 -3.060  =.002 

 R²=.471, F=39.903, P<.001 

표 재능유형이 모발관리와 염색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모발관리와 염색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모발관리와 염색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모발관리와 염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23> < 23> < 23> < 23> 

독립변수
모발관리와 염색 

B ß t P

성수 3,725 135.036 <.001

공간재능 .052 .058 1.662 =.097

인간친화재능 .711 .789 20.027 <.001

자연친화재능 -.069 -.077 -2.131 =.034

 R²=.664, F=88.293 P<.001 

아방가르드하면 무언가 잘못된 연출인 것처럼 느껴

진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모발의 기능. 

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자신만의 조

화로운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태도는 자기표현의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  “ ”

치는 영향은 표 에 보이듯이 논리재능 신체운< 22> , 

동재능 인간친화재능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체운동재능이 헤어스타일은 . “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표” , 

준화 베타값 이며 설명(ß)=.759, t= 15.352, p<.001

력은 로 회귀식47.1%(R²=.471, F=39.903, P<.001)

은 유의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신체운동재능이 증. 1

가하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은 증“ ” 0.759 

가하는 것으로 신체운동재능은 종속변수의 예측변수 

임이 판명되었다. 

재능유형이 모발관리와 염색 외모관리행동에   (2) 

미치는 영향      

현대인들은 공해 스트레스 잦은 염색 및 정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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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등으로 모발 관리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상적인 모발관리를 위해서는 모발의 특

성에 따른 모발관리가 필요하다 표 에서 보이. < 23>

듯이 공간재능 인간친화재능 자연친화재능이 종속, ,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친화. 

재능이 모발관리와 염색 외모관리행동에 미친 영“ ” 

향력이 가장 크며 표준화 베타값, =.789, t = 

유의수준 이며 설명력은 20.027, P<.001 , 66.4% ( 

으로 회귀식은 유의한 R²=.664, F=88.293, P<.001)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간친화재능이 증가할수. 1

록 종속변수인 모발관리와 염색 외모관리행동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친화재능은 인간의  .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재능으로 사회적 욕구가 클수

록 염색이나 모발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커트를 하거나 드라이를 하는 등 형태를 만드는   

헤어스타일링에 미치는 재능유형의 영향력은 표 <

와 같다 공간재능 신체운동재능 인간친화재능24> . , , 

이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친화재능이 헤어스타일링 에 미치는 영향력이“ ”

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4>< 24>< 24>< 24>

독립변수
헤어스타일링 

B ß t P

상수 3.586 124.922 <.001

공간재능 .062 .066 1.908 =.057

신체운동재능 .128 .135 3.468 =.001

인간친화재능 .685 .722 18.537 <.001

 R²=.671, F=91.269, P<.001 

표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재능유형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5> , < 25> , < 25> , < 25> , 

독립변수
블리치와 파머  

B ß t P

상수 3.790 183.132  <.001 

신체운동재능 -.343 -.412 -12.876 <.001 

인간친화재능 .900 1.079 33.797 <.001 

 R²=.779, F=157.891, P<.001 

 

가장 크며 표준화베타값 으로 인간친화재능이 , =.722

증가할수록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은 증가하1 0.722

는 것으로 인간친화재능은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 ” 

의 예측변수로 판명되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력은 . 

이었다67.1% (R²=.671, F=91.269, P<.001) . 

재능유형이 블리치 퍼머 관리행동에 미치는   (4) , 

영향       

파머와 블리치는 헤어스타일을 만드는데 필수아이  

템은 아니나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인 

파마와 순수하게 멋내기 위한 블리치 외모관리행동

은 개인의 취향이다 재능유형이 블리치와 퍼머. “ ”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에 보이듯이 신체운동재능과 인간< 25>

친화재능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났다 인. 

간친화재능이 블리치와 퍼머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이 가장 크며 표준화 베타값 설명력, =1.079, 

로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따77.9% . 

라서 인간친화재능이 증가할수록 블리치와 퍼머 1 

관리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인간친1.079 

화재능은 블리치와 퍼머 관리행동의 예측변수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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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재능유형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5) 

미치는 영향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게 보일 수 있

는가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스스로 여유를 갖고 .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으로 이것이 그루밍

의 첫걸음이다 몸을 계속 혹사한다면 어떤 화장품. 

을 써도 효과가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얼굴을 . 

쉬게 하고 건조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팩과 맛사지“ ” 

관리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재능유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에서 보이, < 26>

듯이 신체운동재능 인간친화재능 자연친화재능이 , ,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인간친화재능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 ”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표준화 베타값이 , .964

이고 설명력은 67.8%(R²=.678, F=94.138, P<.001)

로 나타났다 인간친화재능이 증가할수록 스스로 . 1 “

팩과 맛사지 외모관리행동은 증가한다 따라” .964 . 

서 인간친화재능은 종속변수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

리행동 의 예측변수 임이 밝혀졌다) .

표 재능유형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26>< 26>< 26>< 26>

독립변수
스스로 팩과 맛사지

B SEß t P

상수 3.711 131.378 <.001 

신체운동재능 -.284 -.301 -7.802 <.001 

인간친화재능 .909 .964 25.004 <.001 

자연친화재능 -.092 -.098 -2.780 =.006

 R²=.678, F=94.138, P<.001 

표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27>< 27>< 27>< 27>

독립변수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

B SEß t P

상수 3.608 127.654 <.001 

신체운동재능 -.395 -.414 -.10.847 <.001 

인간친화재능 .963 1.009 26.488 <.001 

 R²=.685 F=97.470 P<.001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관리  (6) 

행동에 미치는 영향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 남 여성  20~30 . 

들의 크림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남성용 크림BB BB

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재능유형이 비비크림과 색. “

조화장품사용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표 에서 보이듯이 신체, < 27>

운동재능과 인간친화재능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친화재능의 표준화 베타. 

값이 로 이것에 대한 설명력은 1.009 68.5%( 

이다 즉 인간친화재능R²=.685, F=97.470, P<.001) . 

이 증가할수록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 관리1 “ ” 

행동은 증가한다 따라서 인간친화재능은 종속1.009 . 

변수인 비비크림과 색조화장품사용 관리행동의 예“ ”

측변수임이 밝혀졌다.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에   (7) 

미치는 영향       

과학이 발전할수록 화장품 및 향수제조기술과 피  

부침투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향과 방향제가 개발

되어왔다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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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재능유형이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28>< 28>< 28>< 28>

독립변수
향수와 방향제사용 

B SEß t P

상수 3.485 90.382 <.001 

신체운동재능 .683 .702 13.736 <.001 

인간친화재능 -.092 -.095 -1.860 =.064 

 R²=.435 F=34.438 P<.001 

표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표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29> 5< 29> 5< 29> 5< 29> 5

피어슨 계수 외모관리이유 외모관심부위 외모불만상담 화장품구매요점 화장품구매정보원

공간재능 .120*

논리수학재능

신체운동재능 .535** .445**

언어재능 .104*

음악재능

인간친화재능 .455** .731** .144**

자아성찰재능

자연친화재능

*=P<.05, **=p<.001

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표 에 보이듯이 신체운동재능과 인간친화재능< 28>

이 영향력을 갖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신체운동재능. 

이 증가할수록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행동은 1 “ ”

증가하는 데 반해 인간친화재능이 증가할.702 ,  1 

수록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행동은 낮아지는 것“ ” 

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에 대한 설명력은 . 

이었다 신체운43.5%(R²=.435, F=34.438, P<.001) . 

동재능은 종속변수인 향수와 방향제사용 관리행동“ ” 

에 미치는 예측변수임이 밝혀졌다.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 외모관리이유 외모관 4) 5 ( , 

심부위 외모관련의사상담 화장품구매요점    , , , 

화장품구매정보원 간의 상관분석    ) 

재능유형과 개의 변수 간의 상관은 표 에   5 < 29>

보이듯이 공간재능과 외모관리이유 간의 상관계수“ ” 

는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음r(2)=.120, P<.05 

이 밝혀졌고 신체운동재능과 외모관리이유 간은 상, 

관계수는 수준에서 정적상관이 r(2)=.535, P<.001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체운동재능이 증가할수. 

록 외모관리이유는 증가한다 또한 신체운동재능과 . 

외모관심부위 간은 상관계수는 r(2)=.445, P<.001 

수준에서 정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언어재능과 화장품구매요점 간은   r(2)=.120, 

수준에서 상관분석은 유의미하였으며 언어재P<.05 

능이 높을수록 구매요점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인간친화재능에 있어서는 외모관리이유 외모관심  , 

부위 그리고 화장품구매요점 간의 상관식은 유의수, 

준은 모두 이었다 특히 인간친화재능과 외모P<.001 . 

관심부위 간에는 높은 상관 을 보여주었(r(2)=.731)

다. 

자기외모인식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자기외모인식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자기외모인식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자기외모인식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  3. ,   3. ,   3. ,   3. , 
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외모관리행동에 앞서 자기외모를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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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외모. 

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타인의 판단이 종합된 자

기평가를 자기외모인식으로 보고 자기외모인식이 화

장 헤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 

해 자기외모인식요인을 분석하고 자기외모인식요인, 

들이 헤어 화장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자기외모인식 요인분석 1) 

개인이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내재  

화된 타인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자기의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의 의지력이 포함된 자기외모인식이, 

다 자기외모인식을 알기위한 문항의 신뢰도는 크. 13

론바하 알파값 평균 최소값=0.867, =3.322, =2.335, 

최대값 유의수준은 이었=3.807, F=80.858, <0.001

다. 

자기외모인식을 측정하기위한 문항의 구조적 결  13

정을 위해 배리맥스회전에 의해 요인 분석을 행하고 

추출된 요인은 개이었다 요인추출방법은 이상의 2 . 1

고유값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은 변수

로 저장하였다. 

제 요인은 개 문항들로 구성되고 현실지향적 문  1 7

항들로 구성되어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 으로 명“ ”

명하였고 제 요인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지, 2 6

적 미래지향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상지향형 , “

자기외모인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자기외모인식을 ” . 

측정하기위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과 13 < 30>

같다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크론바하 알. 

파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0.900, = 3.289, =2.335, 

유의수준은 이었다=3.807, F =230.061, <0.001 .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은 알파 평균=0.880, 

최소값 최대값=3.359, =3.101, =3.499, F=18.029, 

유의수준 로 분석되었다 두 요인모두 신뢰도<0.001 . 

는 아주 높은 편이었다.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화장 헤어외모관리행동 2) , 

에 미치는 영향     

개의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화장 및 헤어외모관리  2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

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외모인식요인들이 인구통게. , 

변인들보다 개의 화장 및 헤어 외모관리행동에 미7

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은 화장 헤어 외모  , 

관리행동 중 표 에 보이듯이 헤어스타일은 생< 31> “

활태도의 표현(ß=.781, R²=.691, F=406.404, 

에서 표 에 보이듯이 향수와 방향P<0.001)” , < 32> “

제 사용(ß=.791, R²=.661, F=355.506, P<0.001)” 

변수에서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보다 표준화 

베타값이 높았다. 

이에 반해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은 종속변  

수인 개의 화장 헤어 외모관리행동 중 모발관리7 , “

염색 헤어스타일링 블리치와 퍼머 비비크림 ”, “ ”, “ ”, “

및 색조화장품사용 스스로 팩과 맛사지 등 의 ”, “ ”, 

변수에서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보다 표준화 

베타값이 높았다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은 . 

적극적으로 자기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변신의 욕구

가 내재한 즉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 

요인이기에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기외모인식요인들이 모발관리염색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현실지

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표준화 베타값 이상=.232, 

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표준화 베타값 이=.499

었고 이회귀식의 설명력은 R²=.303, F=79.086, 

으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P<0.001 . 

자기외모인식요인들이 헤어스타일링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현실지

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표준화 베타값 이상=.328, 

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표준화 베타값 이=.461

었고 이회귀식의 설명력은 R²=.320, F=85.601, 

으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P<0.001 . 

자기외모인식요인이 블리치나 파마관리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현실지향

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표준화 베타값 이상=-.012, 

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표준화 베타값 이=.486

었고 이회귀식의 설명력은 R²=.236, F=56.278, 

으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P<0.001 . 

자기외모인식요인이 비비크림 및 색조화장관리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현

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표준화 베타값=.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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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기외모인식 요인분석표 자기외모인식 요인분석표 자기외모인식 요인분석표 자기외모인식 요인분석< 30> < 30> < 30> < 30> 

요인명 문항 N=367 Mean SD
요인적재값

 α
1 2

현실
지향형

나는 나의 외모가 좀 더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3.499 .929 .828

.900

나는 나의 두상 머리 의 크기가 나의 키와 체형( )
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354 .986 .824

나는 상체에 비해 하체 다리 가 긴 편이다( ) . 3.422 .991 .796

나는 나의 몸무게가 내 키에 적당하다고 느낀
다. 

3.300 1.028 .794

나는 나의 몸매 신체 가 좋다고 생각한다( ) . 3.480 .943 .779

나의 얼굴은 잘 생긴 편이다. 3.101 1.060 .772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멋지게 보인다. 3.793 .830 .732

이상
지향형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외모를 바꿀 것이다. 2.937 1.130 .869

.880

주위사람들은 나의 화장기술이 좋다고 한다. 3.807 .802 .853

나는 좋은 이미지를 위해 치열교정을 할 수 있

다.
3.488 .969 .823

나는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3.335 1.053 .818

나는 의복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외모관
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35 1.027 .800

나는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미용을 통해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3.330 1.050 .529

고유값 5.219 3.320

.867회전된 설명력 분산% 35.254 30.434

회전된 설명력 누적 % 35.254 65.687

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에 미치는 영향< 31> “ ” < 31> “ ” < 31> “ ” < 31> “ ” 

독립변수
헤어스타일은 생활태도의 표현

B ß t P

상수 3.798 160.106 <0.001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637 .781 26.793 <0.001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231 .284 9.743 <0.001 

 R²=.691, F=406.404, P<0.001 

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표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향수와 방향제 사용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32> < 32> < 32> < 32> 

독립변수
향수와 방향제 사용

B ß t P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769 .791 25.940 <.001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183 .188 6.176 <.001 

 R²=.661, F=355.50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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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간의 상관표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간의 상관표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간의 상관표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간의 상관< 33> 3< 33> 3< 33> 3< 33> 3

피어슨상관계수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외모불만상담 -.061 -.076

외모관리이유 .310*** .193***

외모관심부위 .230*** .460***

***=p<.001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표준화 베타값

이었고 이회귀식의 설명력은 =.476 R²=.227, 

으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53.513, P<0.001 . 

자기외모인식요인이 스스로 팩과 맛사지관리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현실

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표준화 베타값 이=.058, 

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의 표준화 베타값=.482

이었고 이회귀식의 설명력은 R²=.236, F=56.226, 

으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P<0.001 . 

이상에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개의   7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 요인으로 예측변수로 판명

되었다.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외모관리이유 4) 3 ( , 

외모관심부위 외모관련의사상담 간의 상관    , ) 

분석    

        자기외모인식요인과 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3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 , <

에서 보이듯이 자기외모인식요인들과 외모불만33> “

으로 의사와 상담 간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 

인과 이상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 모두 외모관리”

이유 와 외모관심부위 간의 관련성이 으로 “ ” “ p<.001

유의함이 밝혀졌다 현실지향형 자기외모인식요인은 . 

외모관리이유 간에 상관계수 로 높은 =.310, P<.001

정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상지향형 자기외모, 

인식요인과 외모관심부위 간의 상관계수=.460, P<. 

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외모관심부위와 높은 001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ⅥⅥⅥⅥ

본 연구는 재능유형과 자기외모인식이 화장 및 헤  

어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

문지조사를 행하고 수집한 명의 응답자들의 데367

이터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인구통계변수들보다 재형유형 중에서   

인간친화재능과 신체운동재능이 화장 및 헤어관리행

동의 영향력이 크며 현실지향형 및 이상지향형 자, 

기외모인식요인 모두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에 영향

력을 크게 미치는 예측변수이었다 특히 이상지향형 . 

자기외모인식요인이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에 영향력

이 더 크게 미치는 예측변수이었다 이로 미루어 인. 

간은 인구통계변인보다 타인을 통한 자기이미지나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화장 및 헤어관리행동을 

보이는 원천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 여성의 헤. 20

어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 

에서 헤어관리를 함으로써 용모를 더욱 돋보일 수 ‘

있다 고 생각하는 여성이 로 가장 많았으며 ’ 93.7%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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