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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30∼40대의 직장 남녀를 대상으로 수염의 형태를 변화시켜 느끼게 되는 감성반응을 통계분석 하

여, 남성의 이미지 형성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염의 형태변화에 따른 감성 이미지 반응은 

attraction, character, image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녀의 반응이 얼굴의 이미지 형성요인 중 매력과 

성격에 대한 수염형태의 선호도는 달랐으나, 이미지 변화에 효과적인 수염형태 선호도는 비슷하였다. 콧수염은 남녀 

모두 기본형, 턱수염의 형태는 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였으나, 수염의 양에 대한 남녀의 반응차이는 있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수염의 형태에 따라 남성이미지 형성 효과에 대한 감성반응을 정량화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향후 

수염의 형태변화에 따라 외적인 이미지 형성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토털 이미지 메이킹의 지침을 제공하

며, 동시에 남성을 위한 뷰티산업에 기초 및 응용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성인 남/녀, 감성반응, 남성이미지, 형성 효과, 수염형태

Abstract  This study performs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in order to examine effects of shapes 

of beards on a formation of male image in male/female workers in their 30s-40s. The findings suggest that 

sensitive image response factor depending on the shapes of beards functions as an important one in the 

modifications of attraction, character and image.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 preference for beards' shapes effective in the change of image, no difference is found in sensitive responses 

of them according to quantities of beard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for quantifying sensitive responses to 

the formation effect of male image depending on the shapes of them. It provides a guideline for total image 

making to males who want to change their external image formation according to shape changes of beards in 

the future, and is simultaneously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and applied materials in the beauty industry for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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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의 외모는 자신이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로 표

하는 수단이며 타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이

러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은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 얼굴의 생김새나 표

정, 음성, 말씨, 화를 할 때의 특이한 동작, 태도, 능력 

등으로 모으면서 하나의 형체가 만들어 진다[1]. 이러한 

인상형성은 상 방에 한 정보를 종합하여 특징을 통하

여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타인에 한 반  느낌

이나 생각을 달하게 된다[2].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해 얼

굴에 메이크업을 하여 스타일링 하지만, 한국 기성세

인 30,40 의 남성들은 헤어스타일 변화이외에 자신의 

외모를 메이킹 방법은 제한 이다. 그러나 최근 남자 연

인들이 얼굴의 이미지나 맡은 배역에 몰입을 높이기 

해 수염을 보조 인 수단으로 이용한다. 실제 연 인

이나 모델의 경우 수염 형태를 다양하게 이용하며 분장

효과를 주며, 구체 인 캐릭터로 시각화 되어 진다[3]. 수

염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한 연구[4, 5]를 통하

여 수염의 형태가 얼굴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효과 이

라는 것을 결과를 도출하 으며, 남성은 수염을 통하여 

효과 으로 스타일을 변화를 다는 보고[6, 7]가 있었다. 

이러한 수염형태에 따라 이미지 변화에 효과 이라는 결

과를 알아도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분장 심인 등장인

물의 캐릭터 변화에 한 연구[3, 8]가 부분이었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4, 5, 7, 8]은 수염이 남성의 얼굴이미지 

변화나 성격 등을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증명하 으나, 

다양한 얼굴형과 수염에 형태에 하여 연구한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염형태를 제시하여 이미지변화와 형성에 한 

연구는 미미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40 의 직장 남녀를 상으로 

콧수염과 턱수염의 형태를 변화시켜 느끼게 되는 감성반

응을 설문지를 통하여 남성의 이미지 형성에 하여 수

염형태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각 수염형태

에 따른 감성 반응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수염의 형태에 

따라 남성이미지 형성 효과를 정량화시킴으로 이미지 메

이킹의 지침을 제공하며, 이미지 형성의 감성반응 개발 

연구에 의의를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과 조사방법

본 연구는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 남녀를 상으로 조

사하기 하여 서울소재의 교보증권, LG 자와 수원소

재의 삼성 자에서 근무하는 남녀 25∼40 (33.4±2.2세)

를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 조사 상은 연구목 과 

방법을 공지 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상

으로 조사하 다. 조사 상자 207명  불성실한 설문지 

7개를 제외한 200명의 결과지를 분석하 다. 2014년 7월 

2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각 형태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 반응에 하여 조사하 다. 조사 상의 남성 125

명, 여성 75명을 상으로 16개의 자극물을 각각 제시하

여 감성반응을 조사하 다. 자극 이미지는 실제 얼굴의 

크기의 일러스트 이션을 한 종이를 제시하여 사람의 얼

굴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 으며, 자연 에서 자

극물을 충분히 응시한 후(5∼10분) 감성반응을 체크하도

록 하 다.

2.2 측정도구 제작

이미지 자극물은 실제 사람의 얼굴에 직  수염분장

을 한 얼굴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남자 얼굴 패턴에 일

러스트 이션 하 다. 직  사람얼굴에 시연하여 조사하

지 않은 이유는 얼굴 생김새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를 

배제하기 하여 기본형의 남자 얼굴패턴[9] 에 일러

스트 이션으로 표 하 다. 그리고 나이변화에 따라 생

성되는 이미지를 배제시키기 하여 색상은 흑색으로 통

일하 다.

수염의 형태들은 다양하나, 많은 수염의 형태  표

인 형태 몇 개만을 표 하 다. 먼  콧수염의 형태를 

크게 나 어 3가지로 구분하 고 턱수염은 길이와 넓이, 

양(숱)을 변화시켜 일부형태만을 시하 다. 첫째, 콧수

염을 앙형, 가루수염, 기본형, 카이 형로 표 하 다. 

두 번째 기본형의 콧수염에 턱수염의 길이를 조 하는 

변수로 가루수염, 짧은 수염, 간 수염, 긴 수염으로 하

다. 세 번째 형태는 기본형의 콧수염의 형태에 짧은 수

염의 숱(양)을 아주 작은, 작은, 많은, 아주 많게 그려 표

하 다. 네 번째 기본형의 콧수염에서 턱수염의 넓이

를 조 하는 4가지 형태( 앙형, 기본형, 넓은 형, 넓은 

형+구 나루)로 자극물을 총 16가지의 형태로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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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imulus type of male beard

1) 

(a)  (b) (c) (d) 

Shape of moustache

2) 

(a) (b) (c) (d) 

Length of male beard

3) 

(a) (b) (c) (d) 

Thick of male beard

4) 

(a) (b) (c)  (d) 

Area of male beard

다. 일러스트 이션은 한국인 남자의 평균 얼굴크기[10]

인 15.7㎝×23.6㎝로 맞추어 실제 얼굴과 수염의 사이즈와 

비슷하게 제작하 다(Table 1).

2.3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2.3.1 설문지 구성

기본 인 인구통계학  특징에 하여 조사 다. 그리

고 각 수염형태에 따라 느껴지는 이미지 형용사를 SD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등을 이용하여 련된 이

미지를 조사했다. 표  형용사 이미지로 ‘매력 없는’-

‘매력 있는’, ‘나이 들어 보이는’-‘ 어 보이는’, ‘ 스러

운’-‘세련된’, ‘지 분한’-‘깔끔한’, ‘약한’-‘강한’, ‘권 이

지 않는’-‘권 인’, ‘보수 인’-‘진취 인’, ‘소극 ’-‘

극 ’, ‘순한’-‘사나운’, ‘부드러운’-‘거친’ 나 었다. 감성 

평가에 사용된 문항은 5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 다. 사람의 감성반응이 하나의 요소나 감성에 

지배되지 않으므로 변수간의 상 계를 피어슨 상

계를 통하여 산출하 고, 상  메트릭스의 분석에 따

라 서로의 공통인자를 발견하여 각 변수들 간에 연 성

을 분석 다. 이미지형성효과의 감성 형용사는 선행연구

[11, 4, 12]에서 추출한 설문문항을 참고로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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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ressive form factor according to the type of beard

Emotional response according 

to the type of beard

factor1

attraction

factor2

character

factor3

image
community

charmless – charming 0.82 0.16 0.11 0.70 

old –young 0.82 0.17 0.10 0.70 

countrified - refined 0.80 0.20 0.12 0.68 

dirty - smart 0.79 0.15 0.08 0.64 

weak - strong 0.65 0.37 0.20 0.55

humble - authoritative 0.31 0.78 0.21 0.70 

conservative - enterprising 0.10 0.77 0.06 0.61 

passive - assertive 0.17 0.74 0.15 0.58

mild - wild 0.21 0.21 0.79 0.61

smooth - rough 0.23 0.31 0.72 0.70

Eigenvalue

Variance explaine(%)

Variance cumulation(%)

Cronbach‘s Alpha

3.16 

39.51 

39.51 

0.86

2.00 

24.98 

64.49 

0.89

2.70

15.02

79.51

0.90

 2.3.2 자료 분석 방법

통계 로그램은 SPSS21.0 로그램을 이용하 고 자

료를 분석하기 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의 인구 통계  특성을 하여 빈도 분석하 다. 둘

째, 수염의 형태에 따른 감성 이미지를 분석하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Cronbach’s α)을 하 다. 요인분

석에서 요인의 추출방법으로 변수의 수가 많고 공통인자

분산의 값이 심하게 변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성

분분석법이 사용되었고, 요인의 회 방법으로 Varimax

가 사용되었다. 개인 속성에 한 차이검정과 체 감성

반응에 한 차이검정은 ANOVA 분석을 하 다. 95%유

의 수 에서 통해 사후검증(scheffe)을 하 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수염 형태에 따른 감성이미지 반응의 요

인분석

수염형태에 따른 감성반응을 측정하기 한 문항들을 

요인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 구형성을 알아본 결

과 χ2이 4721.1(df=152, Sig.=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사

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히 있다고 단되

었다. KMO의 표본 합도를 알아본 결과 KMO 값이 

0.87로 나타났고, 공통성 결과 0.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염형태에 따른 이미지 반응을 측정한 자료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되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 Table 2와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수염 형태에 따른 이미지를 평가하기 하여 의미미

분척도 형용사 10문항에 하여 요인들의 체 설명력은  

79.51%로 나타났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6 이상 

나타났으며 체신뢰도 계수는 0.87로 나타났다. 요인

1(39.51%)는  ‘매력 없는’-‘매력 있는’, ‘나이 들어 보이

는’-‘ 어 보이는’, ‘ 스러운’-‘세련된’, ‘지 분한’-‘깔끔

한’, ‘약한’-‘강한’의 의미미분척도로 문항을 구성하 다. 

이는 수염을 통하여 이미지가 매력 으로 보이는 것과 

련되었으므로, 요인 1을 ‘매력’으로 명명하 다. 요인

2(24.98%)는 ‘권 이지 않는’-‘권 인’, ‘보수

인’-‘진취 인’, ‘소극 인’-‘ 극 인’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이는 수염을 통하여 성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성

격’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 3(15.02%)은 ‘순한’-‘사나운’, 

‘부드러운’-‘거친’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수염의 형태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와 련 있으므로 ‘이미지’라고 명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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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염 형태에 따른 이미지형성 효과의 감

성반응

3.2.1 여성의 감성반응

30∼40 의 여성은 수염의 형태를 통하여 여성의 감

성반응을 [Fig. 1]에 도시화 하 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콧수염은 기본형(1c), 턱수염은 짧은 수염의 길이(2b)가 

매력 있다고 하 으며 그리고 수염의 양이 많은 것보다

는 작은 양을(3a, 3b) 매력 있다고 하 으며, 수염이 얼굴

에 붙여지는 면이 작은 수염(4b)이 매력 이라 하 다

[attraction, F(4, 2614)=3.98, p<.003].

[Fig. 1] Emotional responses of female according to 

the type of beard(***p<.001, **p<.005).

성격은 콧수염의 형태가 간정도의 넓이의 형태와 

가루수염의 형태 일 때에 좋아 보인다고 하 으며 콧수

염이 인 간 좁은 형태(1a)는 간신배 같거나 익살스럽

다는 반응이었다. 턱수염의 길이가 짧은 형태(2a)의 경우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반응이었으며, 반 로 턱수염의 

길이가 긴 형태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나기에 

효과 이지 않다는 감성반응이었다. 수염의 양이 작은 

형태(3a, 3b)일수록 좋다는 반응이었다. 수염이 턱에 붙

여지는 넓이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보인다는 반응이었으

며, 턱수염의 붙여지는 4d와 같이 넓은 형태는 안 좋아 

보인다는 반응이었다[character, F(4, 2614)=4.3, p<.002]. 

수염형태에 따른 얼굴이미지는 콧수염이 기본 인 형

태(1c)일 경우가 가장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는 반

응이었고. 길이변화에 따른 수염의 형태는 가루수염보다 

1cm정도의 짧은 수염의 길이형태(2b) 다. 수염의 양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변화는 가장 작은 작은 양의 턱수염

의 경우 호감이 가는 이미지라고 하 으며 수염의 넓이

에 따른 이미지 변화는 간정도의 넓이 일 때(4b)가 가

장 호감 있는 이미지라고 하 다. 통계 시 이미지변화에 

따른 이미지변화 효과는 유의미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image, F(4, 2614)=5.99, p<.000].

[Fig. 2] Emotional responses of male according 

to the type of beard(***p<.001, **p<.005).

사극남성 성격분장  수염을 통하여 극 의 캐릭터

가 달라지며 수염의 양에 따라 고귀함, 심리 인 상태 까

지 나타낸다고 한다[13, 14]. 이 듯 수염의 양에 따라 성

격이 다르게 보인다는 감성반응을 지지하 다.  Kim(2005)

에 의하면 남성의 우직함과 강한 이미지를 상 방에게 

주기 하여 털보수염의 형태로 턱수염을 붙여 성격을 

더욱 강조하 다[14]. 남성 얼굴이미지는 썹의 형태나 

머리스타일을 통하여 변화를  수 있으나[15] 일반 남성

들이 아이 로우(eye brow)나 아이 메이크업 등을 이용

하여 변화를 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손쉽게 수염

의 형태를 인 으로 만들거나 변형시켜 이미지나  성

격 등을 원하는 스타일 로 바꾸어 이미지 형성에 효과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3.2.2 남성의 감성반응

30∼40 의 직장 남성을 상으로 수염의 형태변화에 

따른 감성반응을 [Fig. 2]에 도시하 다. 이미지 형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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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하나인 매력은 여러 가지의 형태 콧수염  가루

수염이 가장 매력이라는 반응이었고, 여성의 반응과는 

상반되게 기본형의 짧은 수염의 형태(1b)를 매력 이라

고 하 다. 조사 상들 간의 편차는 다른 형태에 비하여 

1.1 으로 크게나났다. 이는 기성세 의 남성이 수염형태

에 따라 보는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

다. 수염의 길이 변화에 따른 감성반응은 짧은 수염일 경

우 매력 이며 긴 길이의 수염의 형태에서 매력 이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수염의 숱의 변화에 따른 감성변화

는 약간 수염의 양이 있는 형태(3b)이거나 수염의 양이 

많은 (3d)의 경우에서 매력을 느 다. 턱수염이 얼굴에 

차지하는 면 비율이 넓은 형태(4d)에서 매력 이라는 

반응이었다. 수염형태변화에 따른 매력 인 효과를 주는 

결과는 유의미하 다[attraction, F(4, 2614)=8.54, p<.000]. 

성격이 좋아 보이는 콧수염의 형태는 여성의 반응과 

비슷하게 가루수염과 기본형의 콧수염의 형태에서 더 좋

다는 반응이었다. 턱수염의 길이에 따른 반응은 짧을수

록 더 좋다는 반응이었으며, 1cm, 3cm정도의 길이의 턱

수염의 형태에서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반응이었다. 턱

수염 숱의 양 변화에 따른 남성의 감성반응은 여성과는 

다르게 턱수염의 숱이 많은 형태(3d) 경우가 가장 성격이 

좋아 보인다는 반응이었다. 턱수염이 얼굴에 붙는 넓이

에 따른 변화는 4b, 4c의 경우가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하 다[character, F(4, 2614)=6.19, p<.000].

얼굴 이미지의 경우 좋아 보이는 콧수염의 형태는 여

성과 비슷하게 3b, 3c의 형태를 가장 좋아 보인다는 반응

이었다. 턱수염의 길이가 짧은 수록 좋다고 하 고 수염

의 양도 을수록 좋다는 반응이었으며 턱수염의 넓이는 

간넓이가 좋다고 하 다[image, F(4, 2614)=5.13, p<.004]. 

3.2.3 수염형태에 따른 남녀의 감성반응 비교

이미지형성이란 상 방에게 주어진 외형에 한 정보

를 종합하여 일 성 있는 특징을 찾아내 타인을 이해하

는 감성반응이다[16]. 직장 남녀는 수염형태 따라 선호하

는 형태가 다르게 도출되었다. 매력 인 요소에서는 여

성은 콧수염의 경우 기본형을 가장 선호하 고, 짧고 깨

끗한 형태(3a, 2b, 3a, 4b)에서 한 반면 남자는 거칠고 수

염의 양이 많은 형태(2a, 2b, 2c, 4d)를 선호하 다. 성격

인 요소에서 여자는 강하고 거친 형태(4a, 1b, 1c, 2d)

를 선호하 으나, 남성은 간정도의 거친 형태(2a, 3b, 

4c, 3c, 3c)에서 성격이 좋다고 단하 다. 그러나 이미

지 인 요소는 여성은 매력 인 감성반응을 느끼는 형태

와 비슷하 다. 남성도 역시 여성들의 반응과 비슷하게 

3a, 2b, 1c, 2d의 형태에서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반응이

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의미한 반응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성의 감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강한 것 보다는 부드러

운 것을 선호하며 지 분한 이미지 보다는 모던한 깔끔

한 이미지를 좋아한다[17, 18]. 이러한 여성의 감성에 따

라 수염의 형태도 선호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게 도출되었

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보다 거칠고 강한 느낌을 선호

[19]하는 감성반응으로 거친 느낌의 수염형태를 선호하

다. 수염을 통하여 얼굴의 착시 상을 보임과 동시에 

성격의 외형  특징을 성격 유형과 부합[20]되면서 보다 

다양한 이미지 형성에 효과 이며, 창조 인 인물로 창

출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4. 요약 및 결론

직장 여성과 남성을 상으로 수염의 형태를 변화시

켜 감성반응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수염의 형태변화에 따른 감성 이미지 반응의 요

인은 매력, 성격, 이미지 변화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요인변화에 따라 남성의 이미지 형성에 효

과를  수 있는 것을 악하 다. 둘째, 남녀의 반응이 

얼굴의 이미지 형성요인  매력과 성격에 한 수염형

태의 선호도는 달랐으나, 이미지 변화에 효과 이라고 

생각하는 수염형태에 한 선호도는 비슷한 반응이었다. 

셋째, 콧수염은 남녀 모두 기본형의 형태를 선호하 고, 

턱수염은 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녀가 비

슷한 반응이었으나 수염의 양에 따른 감성반응은 남자는 

많은 형태를 선호하 다. 넷째, 수염의 길이가 긴 경우는 

비 매력 이며 좋은 이미지 변화에 효과 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도출되었다. 수염의 형태에 따른 남성이미지 형

성에는 수염의 길이와 콧수염의 형태변화보다 턱수염의 

양과 넓이변화에 따라 감성반응이 민감하 으며, 그에 

따라 남성이미지 형성에도 효과 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염의 형태에 따라 남성이미지 형성 

효과에 한 감성반응은 유의미한 결과도출을 통하여, 

수염형태에 따라 이미지 형성반응을 정량화시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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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두었다. 수염의 형태변화에 따라 외 인 이미지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토털 이미지 메이킹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성을 한 뷰티산업

에 기   응용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수

염의 형태변화에 따라 외 인 이미지 형성 변화를 주고

자 하는 남성들에게 이미지변화를 한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남성을 한 뷰티산업에 기   응용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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