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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1) the cultural meanings that television beauty programs deliver, 2) the ways consu-

mers consume TV beauty programs, and 3) the differences in the meaning of television beauty program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An Enneagram was used to define different personality types. The Ennea-

gram explained personalities according to underlying core energies and was useful to grasp consumer beh-

avior. Explorato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fifteen women in their twenties who

watched television beauty programs regularly. The personality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ree core

energies: head-centered, heart-centered, or body-centered. The results were: First, television beauty programs

were celebrity-focused, product-focused, and consumer-focused. They were found to help consumers imp-

rove their appearance in an appearance-oriented contemporary society by sharing appearance management

information. Second, consumers consumed the products from television beauty programs as well as sought

a “beautifully transformed self”. Third, cultural meanings moved first from a culturally-constituted world to

consumer goods through television beauty programs that then moved these goods to the individual consu-

mer through symbolic consumption behavior along with grooming rituals, evaluation practices, appreciation

practices, and accounting practices. Symbolic consumption behavior differed with personality type: heart-

centered consumers transferred meaning through grooming rituals and appreciation practices, head-centered

consumers through evaluation practices, and body-centered consumers through accounting practices.

Key words: Television beauty program, Meaning transfer, Personal type, Enneagram; TV 뷰티프로그램,

의미전이, 성격유형, 에니어그램

I. 서 론

소비는 문화적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숨겨진 기호와 상징들을 소비하

며, 이 기호와 상징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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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욕구의 충족

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문화적 의미로 가득

찬 소비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범주와 원

리를 표현하고,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이 소비

자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용적

인 만족이 아닌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진 현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나 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가 어떻게 형성

되고 전이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같

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각 제품이 주는 의미

가 동일하지 않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 의

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의 내부에서 행동을 지시

하고 이끌어가는 중심체로 작용하는 성격(Kahng et al.,

2012)이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성격은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취하게 되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성격은 행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

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어 성격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성격과 소비자 행동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

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이용하였으나

(Hong, 1999; Ma & Koh, 2001) 포괄성과 간결성 측면

에서 소비자 행동에 직접 적용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에니어그램(Enneagram)은 인간행동의 근

원을 머리, 가슴, 배의 중심에너지로 분류하고,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성격을 파악한다. 특히 에니어그램은 잠재

적 태도,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

등을 파악하여 성격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심도 깊게 이

해할 수 있으므로(Isaacs & Fudjack, 1996) 다른 성격유

형론에 비해 소비자 행동 이해에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의 뷰티시장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는 5.5% 성장한 13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는 상황에서(Moon, 2016), 소비자에게 다양한 뷰티정보

를 제공하는 TV 뷰티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

고 있다(An & Nam, 2014; Lee, 2015). 직접 광고의 형

태에 가까웠던 초기의 뷰티프로그램은 스스로 패션정

보를 찾으며 더 객관적인 정보와 평가를 원하는 현재의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실용적인 정보를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Kim, 2013). 특히 뷰

티제품은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자아감각

을 높이고, 자기 만족감, 자기 개선의 실현에까지 영향

을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Lee

& Park, 2013; Park, 2003), 소비자를 분석하는 데에 있

어서는 뷰티제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상징과 의미뿐

만 아니라 이 의미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상

황에서 소비자들에게 TV 뷰티프로그램의 영향이 높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뷰티프로그램과 화장품 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뷰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뷰티제품 구매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TV 뷰티프

로그램의 소비에 집중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소비자들

의 상징적 소비행동과 그 의미전이 과정의 차이를 밝히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TV

뷰티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것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비대상물의 의미가 소비자로

전이되는 상징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밝힌다. 둘째, 성

격에 따라 의미전이에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에 따른 의미전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상징적 소비메커니즘과 성격으로 이해하는 소비

자 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동시에 다원화된 소비자 니

즈를 이해하여 뷰티산업 분야의 세분화된 시장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미전이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소비자가 타인에게 어떤 의미

를 전달하는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Kang,

2003). 이 때 의미는 소비대상물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과 대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

한 지각이다(Kleine III & Kernan, 1991; Lee et al., 2008).

이처럼 소비대상물은 사회적 수준에서 가지게 되는 상

징성과 개인적 경험의 수준에서 부여되는 의미를 포괄

하고 있다(Solomon, 1983).

McCracken(1986)은 소비대상물의 복합적인 상징성

이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전이 모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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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는

광고, 소매, 유행체계(Fashion system)와 같은 문화적 생

산시스템을 통해 제품으로 이동되며, 제품의 소비를 통

해 소비자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전이된다.

첫째, 문화적인 의미는 문화적 생산시스템에 의해 제

품으로 이동된다. 유행이나 광고는 소비대상물에 상징

과 기호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널리 알려진 셀레브리티

는 광고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출연하는 광고를

통해,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들이 사용한다고 알

려진 제품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명인의 이미지와

매력을 제품을 연결시키게 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McCracken, 1989; Sohn, 2014).

둘째, 소비대상물이 획득하게 된 의미가 소비자에게 전

이된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광고에서 ‘변함없는 사

랑’에 비유된다. 소비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함으

로써 ‘변함없는 사랑’을 획득하게 된다. 스타벅스에서 커

피를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여유와 편안함을 얻게 되

며, 나이키 운동화를 통해 소비자는 승리와 스포츠 정신

을 경험하게 된다. McCracken(1986)은 이 과정을 소유

(Possession), 손질(Grooming), 교환(Exchange), 처분(Di-

vestment)의 네 가지 의례행동(Rituals)으로 설명하였다.

소유의례는 개인의 소유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비교하

고, 반성하고, 자랑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이 커스터

마이징, 장식, 개인화(Personalizing)와 같은 방식으로 개

인의 소유물에 새로운 개인적인 의미를 기호화하여 상

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질의례는 소비

제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하게 되는 반복적인

의례행동으로 개인이 자신 또는 소유물을 꾸미는 행동

을 통해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옷,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에 변화를

주어 사적 자기로부터 공적 자기로 전환하는 행동을 예

로 들 수 있다(Kang, 2003). 교환의례는 소유물을 선물

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의례행

동으로 사람들은 선물교환과 같은 교환의례를 통해 타

인에게로 의미를 이전시킨다. 또한 처분의례는 소비자가

소유물의 소유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행위로, 이전의 소

유자와 관련된 의미를 지우거나 혹은 소유물을 처분할

때 자신의 의미를 지우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소비

자가 특정한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

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소비대상

물의 문화적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

고 이동해가며, 그 의미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적 요소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로 전이된다(McCracken,

1986).

한편 Holt(1995)는 행동의 목적과 구조의 두 가지 차

원에서 소비자가 의미를 전이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중시하는 경험

하기, 사회적 차원에서의 소비자들 간의 경험이 공유되

고 극대화되는 놀이하기, 소비대상물의 의미를 획득하

고 조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통합하기, 소

비대상물의 공유된 의미, 혹은 의미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류하기의 네 가지

의 유형으로 소비자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소

비행위의 의미전이프로세스를 유형화하였다.

Bargh et al.(1988)는 특성 일치 이론(Trait-relevant theo-

ry)을 통해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자신이 가진

성격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

격과 같은 소비자 특성에 따라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또는 의미전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won and

Kim(1994)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

라 광고에 나타난 셀레브리티로부터 소비자로의 의미전

이에 차이가 있었다. 독립적인 집단은 의존적인 집단에

비해 셀레브리티에 의한 광고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

아, 셀레브리티에 의해 제품의 평가나 지지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 개인의 특

성, 특히 성격특성이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미전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2. 에니어그램

에니어그램은 인간성격을 세 가지 중심에너지를 기준

으로 아홉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내는 성격모형이다. 즉,

에니어그램은 각 유형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추진력과

동기부여의 기제를 중심에너지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에 대해

유형별로 나누는 성격측정도구이다(Lapid-Bogda, 2010;

Mehmetoglu, 2012; Pace & Brannick, 2010). 에니어그램

은 모든 사람의 성격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특징

적인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

화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발전되지만 그 성격유형에는

항상성이 있다고 본다(Riso & Hudson, 1999). 에니어그

램 중심에너지의 두드러진 특성과 중심에너지에서 분

류되는 각 유형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에니어그램은 성격파악의 첫 번째로 중심에너지를 설

– 384 –



소비자 성격유형에 따른 의미전이-TV 뷰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83

명하는데, 에너지의 소재를 신체 부위 -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 각 가슴형, 머리형, 배형으로 나눈다. 에니어그램

가슴형(2, 3, 4번 유형)의 사람들은 긍정적이며 개인적

인 관계 맺기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과 관계 있는 다른 사

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Lapid-Bogda, 2010). 또, 이들

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많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Youn & Youn,

2009).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신경을 쓰며, 상대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

해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믿

는 경향이 있다(Riso & Hudson, 1999). 머리형(5, 6, 7번

유형)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에 대해 상상하며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를 예측하고 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확실한

것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고 정보의 정확함을 중요시 여

겨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수집되었는지에 대해 탐구

한다. 그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인된 정보는 존중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불신한다(Lapid-Bo-

gda, 2010). 배형(8, 9, 1번 유형)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행

동, 정직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일의 결과나 이

익 등의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무조건적 정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인의 경

험적인 정보를 신뢰한다. 자신의 본능, 본인의 직관이나

판단을 믿기 때문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Lapid-Bogda, 2010).

중심에너지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반

응하거나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하며(Chun, 2013), 개인

의 근본을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Youn & Youn,

2009). Youn and Youn(2009)의 연구에서는, 본능 중심

인 배형 사람들이 제품의 기능이나 유용성에 중점을 두

고 제품을 구매하는 반면, 가슴형의 사람은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여 제품의 외형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니어그램은 몇 가지 심리 지표로 사람을 유형화하는

다른 성격유형론과는 달리 가시적인 인간행동을 바탕으

로 성격을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동과학의 차원

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4). 특히 인간행동의 잠재된 동기를 간단명료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가지며(Rhodes,

2009), 심리학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Hwang, 2005).

따라서 의복행동과 같이 개인의 다양한 내면 심리를 반

영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에니어그램

이 더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뷰티프로그램

뷰티프로그램은 피부, 메이크업, 헤어, 패션, 다이어트

등 아름다운 외모에 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

로그램으로(Kim et al., 2013), 여성을 타겟으로 한 케이

블 TV 뷰티 ·패션 전문 채널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방영

Table1. Enneagram types

Center Functions No. Style Integral to self-concept

Heart

center

Experiencing feelings

Emotional relating

Sensitivity to others

2 The loving person
helpful, indispensable, compassionate, thoughtful, tender, nurtu-

ring

3 The effective person
professional, successful, organized, productive, important, com-

petent

4 The original person creative, intense, special, classy, authentic, intuitive

Head

center

Gather information

Generate ideas

Mental processing

Rational analysis

Planning

5 The wise person
knowledgeable, observant, intellectual, complex, autonomous,

private

6 The loyal person cautious, obedient, reliable, loyal, consistent, cooperative

7 The joyful person
optimistic, enthusiastic, spontaneous, inventive, adventurous,

light-hearted

Body

center

Movement

Physical sensations

Action of inaction

Control

8 The powerful person Independent, invincible, forceful, strong, courageous, protector

9 The peaceful person content, easy going, allowing, accepting, unpretentious, relaxed

1 The good person
good, moral, hardworking, strong integrity, high standards, res-

ponsible

Revis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Lapid-Bogd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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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채널 외에도 뷰티와 패션

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뷰티제품이 노

출되는 특성상 직접 광고의 형태에 가까웠던 기존의 뷰

티프로그램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 외에 사

용 후기와 같은 소비자 입장의 패션정보를 찾으며 더 객

관적인 정보와 평가를 원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의 니즈

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뷰티프로그램은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의 정보나 사용법 외에도 블라인드 테스트나 소비자가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팁과 같이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다각도로 알려주는 목적을 부각하고 있

다(Kim, 2013).

대다수의 뷰티프로그램은 스타일에 조예가 깊은 유

명인을 진행자로 내세우고, 워너비로 뽑히는 셀레브리

티들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어 다양한 뷰티

관련 비결과 정보를 알려준다. 이 때, 진행자의 매력도는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외모를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상 뷰티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단순

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시청자에게 뷰티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Nam & An, 2014).

브랜드의 광고보다 인터넷상의 사용 후기를 보고 화

장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Choi, 2014), 이

를 반영한 뷰티프로그램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브랜드와

가격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한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

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뷰티프로그램에서 노출되는 제품들은 지상파에 비

해 시청률이 낮은 케이블 TV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포맷에서 소개되는 뷰티제품들은 시장에서 높은 파

급력을 가지며 방송 직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높은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An & Nam, 2014; Kim et al.,

2013; Nam & An, 2014). 한 설문조사에서 뷰티프로그

램 시청자의 72.4%가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제품을 구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Ryu, 2013) 뷰티프로

그램의 시청자는 곧 소비자이며, 다른 어떤 직 ·간접 광

고보다 그 광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An & Nam,

2014; Kim et al., 2013).

셀레브리티나 전문가들 내에서만 공유하던 뷰티나 패

션에 대한 정보를 많은 시청자들이 뷰티프로그램을 통

해 공유하게 되면서, 외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욕

망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Yoo & Song, 2008). 동경하

는 셀레브리티에 대한 선망을 가진 여성들은 그들이 사

용하거나 평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나 개성 또한 함께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동일시의 단계

로서 셀레브리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려고 한

다(Go et al., 2013). 또한 소비자가 배제되어 온 일방적

인 정보전달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최근의 뷰티프로

그램에서는 시청자 체험단과 방청객들을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프로그램 내

의 한 구성이 되면서 외모가꾸기의 주체로서 외모에 대

한 관심과 욕망이 더 촉발되었다(Kim et al., 2013; Yoo

& Song, 2008). 뷰티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

개하는 광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용할

소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를

부추기고 유도하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뷰티프로그램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며, 뷰

티프로그램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 집중되어 있다. Yoo and Song(2008)은 내러티브 기

법으로 여성 전문 채널의 뷰티 ·패션프로그램 시청자의

소비경험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뷰티 ·패

션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수용하며, 프로그램 속의 유

명 스타들의 삶을 동경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외모가

꾸기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촉발시켜 과시소비와 객체

적 소비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Kim et al.

(2013)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대표적 뷰티프로

그램인 <겟 잇 뷰티>와 <스타뷰티쇼>를 분석하고, 이들

이 여성소비자의 제품 워너비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뷰티프로그램의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뷰티프로그램 특성과 관련하여, Nam and An(2014)

은 뷰티프로그램의 MC매력도, 정보성, 객관성, 차별화

가 시청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MC매력도와 객관성은 프로그램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정보성과 차별화는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며 이것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n and Nam(2014)은 뷰티프로그램의 PPL

효과에 집중하여, 뷰티프로그램의 특성과 제품특성이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의 명성과 공정성은 프로

그램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제품신뢰와 제품태

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품구매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2005)이 남 ·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별 뷰티프로그램 이용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모 중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에

정보추구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 중시

집단의 경우는 재미와 같은 프로그램의 오락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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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 특성에 따라 뷰티프로그램의 영향력

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뷰티프로그램의 특

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과 파급력에 관해서 지엽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관련 주제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비자 성격유형별 TV 뷰티프로그램의 의

미전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뷰티프로그램의 주 타겟

층인 20대 여성들(Ryu, 2013)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은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1차 1:1 면접을, 추후 인원

을 보충하여 2차 면접을 2014년 5월 동안, 3차 면접을

2015년 3월에 실시하였다. 시즌제로 방영하는 특성상 일

주일에 평균 2종의 뷰티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

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주 1회 이상 뷰티프로그램을 시

청하며, 특정 뷰티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으로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하

였다. 1차적으로 패션과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 등에 모

집공고 글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이후 성격유형의 다

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적으로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

를 통한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과 의류학

과의 수업에서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한 후 뷰티프로그램

시청과 구매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을 표집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확보하였

다. 최종 면접자로 선정된 15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에서 8월에 걸쳐 인터뷰 내용을 확인 후 보충하는 절차

를 거쳐, 최종 인터뷰 내용을 확정지었다. 15명의 면접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Table 2>와 같다. 질문은

뷰티프로그램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3명을 대상으로 뷰

티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인터뷰 내용과 신문기사와 뷰

티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반 구조화(Semi-

structured)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에 대상자에게 인터뷰 내용과 에니어그램에 대한 충분

한 설명 후 30분간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비전 에니어그

램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 60~70분간의 인터

뷰를 진행하였으며 질문내용에 최대한 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대상자가 충분히 자기 의견을 이

야기하였다고 판단된 후에는 연구와 관련된 보다 탐색

적인 질문을 통해 인터뷰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면접

장소는 대상자가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그들이 직접 선

택한(Shin, 2004) 조용한 장소로 하였으며 대상자와의

면접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

고 면접내용을 모두 녹음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은 첫째, TV 패션이나 뷰티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Case Age Center
Enneagram

types

Freq. of watching BP
a

per week
Occupation

Primary

interview

Final

interview

1 25

Heart

4w5 2 Beauty blogger 2013 2015

2 27 4w3 2 Graduate student 2013 2015

3 25 4w3 2 Employed (cosmetic company) 2013 2015

4 25 2w3 2 Graduate student 2013 2015

5 25 2w3 2 student 2013 2015

6 26 3w4 2 Graduate student 2014 2015

7 28

Head

5w4 2 Graduate student 2015 2015

8 29 6w5 1 Graduate student 2013 2015

9 26 6w7 1 Graduate student 2014 2015

10 26 7w6 2 Graduate student 2014 2015

11 25

Body

8w7 1 student 2013 2015

12 25 8w7 2 Employed (sales position) 2013 2015

13 25 8w7 1 student 2015 2015

14 23 9w1 1 student 2013 2015

15 22 1w2 2 student 2015 2015

a: Beau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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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시청목적이나 계기, 둘째, 뷰티프로그램에 의한

구매행동, 셋째, 뷰티프로그램 이외의 주 정보원과 전반

적인 쇼핑패턴에 대해 다양하게 질문하였으며 뷰티프

로그램의 방향성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 등

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전사, 자료통합, 영역분석, 자료범주화, 의

미해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인터뷰 내용 청취 중 모호

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의 경우 대상자에게 의미를 다시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

구자들이 여러 번 읽어가며 주제별로, 중심에너지별로

분류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때 TV 뷰

티프로그램을 통한 의미전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반

적인 화장품 구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내용은 본 연구

결과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목화된 자료들은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니어그램 전문가 1인과 의류

학 전문가 2인에게 보여주어 분석과 해석에 대한 조언

과 비평을 구했다.

IV. 결과 및 해석

1. 외모문화현상

현대 사회에서 미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맞추어 살아갈 것을 각

종 매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외모는

단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승인과 성공에도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Lee & Park,

2013).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시

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외모관리에 대한 관

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의복을 선택하고, 화장을 하

는 행동부터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의 다양한 외모관리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Lee, 2006; Rhee & Lim, 2002).

특히 화장은 특별한 체력 소모 없이 자신의 단점을 커버

하는 등 변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모관리행동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은 날씬한

몸매와 예쁜 얼굴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매우 큰 나라로

꼽히며(Kim, 2015), 응답자 대부분이 이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이 외모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트렌

드에 맞추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때 TV 뷰티프로그램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

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교과서처럼’ 활용한다고 하였다.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적절하게 차려 입고 화장을 해서

꾸민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비교하면, 꾸민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도 있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요. (중략)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가꾸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예쁘면 더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고...” (머리형, case 7)

“(화장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사람을

변신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이라는 게 유행을 타서 금방

촌스러워지니까... 일자눈썹 유행인데 나만 갈매기 하고 다니면

안되니까... 뭐가 유행인지는 알아야 뒤쳐지지 않죠.” (가슴형,

case 6)

“전 유행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유행을 초월

해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겟잇뷰티 보면, 어떤 피부가

예쁜 거고 어떤 색조가 예쁜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내가

원하면서도 너무 뒤쳐지지 않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어요.” (배

형, case 12)

“한국은, 예뻐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어요. 다 잘 꾸미고 다니

고... 외국에서 살았다면 난 화장도 안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성

형괴물 이런 것도... 너무 유행 따라 예뻐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요?” (가슴형, case 2)

“그런 프로 보고 있으면 덜컥 겁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

저렇게 안하고 있는데... 예뻐지려면 저 제품을 당장 사러 가야 하

나 고민할 때도 있고요.” (가슴형, case 1)

McCracken(1986)은 소비자가 소비대상물에 부여하는

의미는 소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몸은 소비문화와 맞물려 관리의 대상이며, 아

름다워지기 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된다

(Bordo, 1993/2003). 아름다움, 가꾸어진 외모가 중시되

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TV 뷰티프로그램은 사회

문화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상에 다다르기 위한

교과서, 즉 뷰티와 관련된 제품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길잡이이자 매개체 역할을 한다. 아름다움이 사회적 경

쟁력으로 작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의미는 TV 뷰티프로그램

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다.

2. 성격유형별 뷰티프로그램을 통한 의미전이 비교

TV 뷰티프로그램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와 관련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TV 뷰티프로그

램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메이크업 제품을 소개하거나

외모관리비법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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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객관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꼽았다. TV 뷰티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뷰

티제품들에 아름다움과 젊음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때 중

심에너지에 따라 TV 뷰티프로그램에 반응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화장품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TV 뷰티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중심에

너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슴형의 경우 자아이미지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이

이미지를 타인,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

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반응한다(Riso & Hudson, 1999).

이처럼 가슴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의 셀레브리티

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진행자와 셀레브리티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자신을 그들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사람이 예뻐진 걸 보여주니까, 장쯔이 화장 바뀌고 진짜

여신된 거 보면서... 내가 하면 예뻐질까... 생각하고 따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나도 저렇게 하면 저 얼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슴형, case 4)

“난 보통 뷰티프로그램 볼 때 ‘아 저렇게 제품을 쓰면 저 연예

인처럼 예뻐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프로 보고 갑자기

화장품 쇼핑을 할 땐,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바뀔 나를 생각하

면서...“ (가슴형, case 6)

“유진이 너무 예쁘니까 나도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

요. 그 방송에서 소개된 제품의 경우 원래 내가 쓰던 제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보면서 예뻐질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이 막 들어서...” (가슴형, case 1)

“스타들이 쓴다고 할 때는 그 제품 때문에 그 사람이 예뻐졌다

는 느낌이 확 들어요. 막상 사용해 보고는 효과가 있질 않아서, 방

송의 조명에 내가 속았구나 했지만, 그 때만큼은 그렇게 될 것 같

아서 혹해요.” (가슴형, case 3)

반면 분석적인 경향을 가진 머리형과 경험을 통한 판

단을 중요시하는 배형 응답자들 대부분은 뷰티프로그

램이 광고나 다를 바 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

제품으로 인해 내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하였다. 이 때, 머리형 소비자들은 제품에 우선적으

로 반응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중시

하는 머리형의 성향에 따라(Lapid-Bogda, 2010) 뷰티프

로그램의 본질인 제품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여

겨진다.

“너무 소비를 부추겨. 너무 제품 홍보고... 초반엔 좋은 제품 소

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젠 완전히 협찬 같은...? 그걸 다 어떻

게 하고 살아?라는 생각도 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화

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닐텐데, 가끔 예쁜 걸 강조하는 기분이 들어.

그 화장품 하나에 내가 갑자기 미란다 커가 되는 건 아닐텐데... (중

략) 뷰티프로그램은 예쁘다고 계속 추임새가 들어가니까 좀 듣기

가 거북해. 다 예뻐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기분이 들어서...” (머리

형, case 8)

“블라인드 테스트할 때, 제품케이스에 이름만 테이프로 가리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정말 짜고치는 것 같다고 생각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다른 통에 담아서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에 조금 더 신뢰가

생겼어요.” (머리형, case 9)

“미용실 가면 안 예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예쁘

다고 주입하잖아요. 뷰티프로그램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소개해

야 할 건 이 제품이 거품 같은 거 다 빼고, 이만큼이다 하는 정보

같은 건데... 갈수록 쇼 같아져서...” (머리형, case 7)

반면, 배형 소비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인 방청객

의 의견에 가장 주목하였다. 본능형이라고 분류될 만큼

직관을 가지고 현실을 중시하는 배형의 성향에 따라(Ri-

so & Hudson, 1999; Youn & Youn, 2009) 의견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들이 나와서, 제품 소개하고... 상업적인 느낌이 들어서...

요즘엔 하나의 긴 광고가 되어버린 느낌이예요. 이거 쓰면 유진처

럼 돼요 하는 직접적 광고 같아요. 거기다 일반인들의 호응도 같

이 나오니까 소비를 부추기는 거죠.” (배형, case 14)

“김정민은 보조MC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봐준다는 느낌이 강

해요. 그래서 좋고. 인터뷰할 때 베러걸스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블로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걔들은 정말 사용할 사람들이

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관심이 가요.” (배형, case 11)

“100인의 선택을 좋아하는 게... 화장품을 주로 다루진 않지만,

100인이 일반인 체험단이예요.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인 100명이 써 보고 1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장

단점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줘서...” (배형, case 12)

3. 성격유형별 뷰티프로그램 의미와 소비자 의미

의 연결

뷰티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응답자들이 궁극적으로 소

비하게 되는 것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과 화장기법을 통해 ‘아름답게 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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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라고 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소개된 제품

을 구매하거나 혹은 구매의사를 가지고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들이 구매한 제품으로부터 자신

에게 의미를 전이하는 방식으로는 McCracken(1986)이

제시한 의례적인 행동과 Holt(1995)가 제시한 일상적인

행동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1) 손질의례행동

손질의례는 상품이 가진 특별하지만 소멸되는 의미(Pe-

rishable meaning)를 소비자 자신에게로 전이하고자 하

는 의례행동으로(McCracken, 1986), 개인의 사회적 지위,

성숙도, 도덕성 등과 같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종의 신체언어이다(Kang, 2003). 소유물에 내재된 속성

을 소비자 개인의 삶 속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행위로 수

집품을 손질 ·관리하는 것, 외출의례(Going out rituals)

와 같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손질의례행동

으로 꼽힌다. 화장, 헤어스타일, 옷과 같은 변환성을 지

닌 품목을 통해 소비자는 어떤 모습이 가지는 의미를 퇴

색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내기도

한다. Kang(2003)은 사적 자기(Private self)로부터 공적

자기(Public self)로 전환하거나 다시 복귀하는 데 손질의

례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화장품, 향수와 같은 미용용

품과 스파, 헬스클럽, 살롱 등의 개인적 서비스는 소비

자가 상징적 변환을 위해 선택하는 손질의례로, 소비자

는 손질의례행동을 통해 미, 매력과 같은 상징적 의미

를 획득하게 된다.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에서 소개

하는 제품과 화장법을 직접 해봄으로써 닮고 싶은 연예

인, 원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는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

다.

가슴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반

응을 해줄 것을 원하며, 이러한 반응을 얻기 위하여 이미

지를 만들어 내고 역할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Lapid-

Bogda, 2010, 2012). 이와 유사하게 가슴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에서 소개한 화장품을 구매하고, 셀레브리

티가 소개한 화장법을 따라해보면서, 셀레브리티의 이미

지를 자신에 투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제품을 썼다고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심

지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서는 길 걸어가

면서 나 미란다 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연예

인 똑같은 옷이나 가방 들면 뭔가 그 사람 된듯한 기분?” (가슴형,

case 4)

“(진행자 유진은) 화장을 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하면 그냥 밋밋한데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니까 그 프로그램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쓰는 제품이라면 더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고, 무조건 따라 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여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에 사는 것 같기도 하니까...”

(가슴형, case 1)

“스타들이 쓰는 제품이라고 소개되면 사고 싶어요. 스타들이

추천하면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사고 보는 편이예요. 당장 가서...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슴형, case 2)

“뭔가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한 걸 내가 해도 이

질감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랑 (이미지가) 비슷

할 것 같은 연예인이 하고 있는 거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사고 싶

고... 그 사람이 된 듯한 기분도 들고, 좋아하는 연예인 참고를 많

이 해요. 겟잇뷰티는 특집으로 삼아서 연예인 메이크업 따라하기

이런걸 보여주는데 그냥 화장법보다 더 눈길이 가요.” (가슴형,

case 3)

반면, 머리형 응답자, 배형 응답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의 변환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특별한 경우에 따라

해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머리형의 경우 두려움과 부정

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Lapid-Bogda, 2010; Riso & Hud-

son, 1999)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으며, 배형은

오히려 행동하지 않음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Lapid-

Bogda, 2010)을 보였다.

“색조화장품은 그냥 컬러 때문에 기분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좀 우울할 때 네일샵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변하고 싶을 때

나, 그럴 땐 과하다고 생각했던 메이크업도 따라 해본 적 있어요.

고양이 눈매인가? 그 아이라인 관련한 방송 봤던 거 기억해 뒀다

가... 그런데 평소랑 너무 달라서 내가 어색해서 결국 밖에 나갈

땐 지우고 나갔어요.” (머리형, case 9)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같은 거 갈 때 색조화장법 봤던 거 해

봤어.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서 티 안나게 살짝... 혼자서만 아는

변화 정도로?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지 무턱대고 했다간 안 하느

니만 못해.” (머리형, case 8)

“특별한 상황에서 쓸 법한 걸 보여주는 게 많아서... 내가 특별

한 상황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클럽, 나이트 갈 일도 아니고. 확

변신할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시도해 봐도 전문가들 실력도 안되

니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란 생각도 안 들고요.” (배형,

case 11)

“버건디 메이크업을 따라해 본 적 있는데, 밤엔 별로 안보이니까

한 번 해본 거고, 제가 봐도 어색해서 그 때 딱 한 번 해봤어요. 중

요한 일 있거나 낮에 나갈 땐 절대 시도 안 하죠.” (배형, ca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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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소비행동

Holt(1995)는 경험으로서의 소비를 소비행위 자체에

목적을 둔 자기 목적적이면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소

비대상물과 관여하는 행위로 보았다. 즉, 쾌락주의적 의

미전이 활동이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보다 좀 더 개인

적인 성격이 강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뷰티

프로그램 시청과 그로 인한 일련의 소비행위 그 자체를

즐겁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한 행위로 여기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화장은 사회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자기 얼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 중심적 행

동이며(Kim, 2005; Park, 2003), 뷰티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추구뿐만 아니라 오락을 추구한다는 Jung(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제

품이나 화장법들이 신기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모르던 화장품 소

개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정해진 것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

도 들고 해서 흥미로웠어요. 내가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게끔 쉽게

보여주니까, 보고선 좀 따라 해보고... 재미있더라구요. (중략) 메

이크업 강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

요. 되게 사소한 기술 하나로 달라지는 거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매주 챙겨봐요.” (가슴형, case 2)

“처음엔 그냥 돌리다가 본건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워

낙 화장품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변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여

주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뻐질 수

있겠다는 환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슴형, case 5)

“친구들이랑 화장품에 대해 엄청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주변사

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얘기는 항상 하는 편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좋더라, 그게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해

주니까 더 정보가 많은?” (머리형, case 10)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예뻐졌단 소리 들어야지 하는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 내가 화장 마치고 나서 거울 봤을 때,

‘좀 괜찮은데?’ 하는 기분이 드는 게 먼저라서...” (배형, case 15)

뷰티프로그램 소비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중심에너지

에 따라 주된 경험소비 하위개념 즉, 확인, 평가, 감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가슴형 응답자들은 정서적 반응

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머리형 응답자들은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또, 배형 응답자들은 자신

의 경험과 직관적인 판단을 방송을 통해 확인하는 경향

을 보였다.

(1) 감상: 정서적인 연결

Holt(1995)는 상황, 사람, 행위, 대상들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몰입하는 경우를 감상으로 설명하였다. 가슴

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에 나온 일반인 출연자들

의 변신에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경향을 보였다. <겟잇뷰티>의 베러걸스와 같은 일반

인 방청객의 의견을 신뢰하면서도, 진행자의 매력도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보였다. 매력

적인 진행자가 소개하는 제품, 또는 칭찬하는 제품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된 경험

을 언급했다. 가슴형의 감정적 경험에 예민하고, 정서적

인 연관성을 찾는 것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Lapid-Bogda, 2010; Youn & Youn, 2009).

“내가 쓰던 제품은 아닌데, 거기서 설명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막 방청객들이 손에 발라보고 좋다, 좋다 하니까 내가 쓰는 것

보다 더 좋은가 싶기도 하고... 컨실러 같은 건 눈에 바로 비교되

니까, 진짜 완전 다 지워지는 거 보고 나서 그건 바로 샀었어요.”

(가슴형, case 1)

“유진은 본판이 워낙 예뻐서 화장도 잘 받는 거겠지, 이런 생

각은 있었어요. 트렌디한 이미지는 아니라서... 그런데 서인영은

화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가 신상, 트렌드에 민감하고 패

션에 관심 많은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더 관심 있게 그 프

로그램을 보게 돼요. 서인영이 예쁘다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

진 않고 몇 번 있거든요. 그런 제품은 확실히 신뢰도가 생겨요.”

(가슴형, case 2)

“변신시켜주기 전이 더 예쁠 때도 있어서, 그럴 땐 진짜 다 짜

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기 안 나갔으면 어쩔 뻔 했나 싶

을 만큼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설명이 하나도 귀

에 안 들어오고 저건 사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슴형, case 5)

“미란다 커가 방송에서 파우치를 공개했거든요. 다른 색조는

다 비슷해 보였는데 미란다 커가 ‘나는 꼭 이 오일이 있어야 한다.

이 오일이 내 피부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 얼굴이 너무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서 보자마자 무슨 제품인지 찾아서 바로 구입했어요.” (가슴형,

case 6)

(2) 평가: 정보의 비교분석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행동은 머리

형 응답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머리형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뷰티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제품 그 자체에 대

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뷰티프로그램을 화

장품에 대한 정보프로그램이라 여기고,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좀 더 많이,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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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뷰티프로그램을) 정보가 좀 많은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문가들이 시연할 때 나는 그들이 쓰는 제품이 정말 궁금한데 그

런 건 안 알려주더라구요.” (머리형, case 9)

“내가 모든 제품을 써볼 수 없으니까, 선정기준은 둘째치고, 일

단 엄청나게 많은 제품 중에 선택된 제품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주

니까, 겟잇뷰티가 좋아요. 내가 검증하기 전에 일단 정보를 쭉 훑

을 수 있는...” (머리형, case 10)

“객관적 정보. (뷰티프로그램은) 그냥 예능이 아니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잖아. 더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걸 좀 더 알

려주는 프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머리형, case 8)

이들은 상품군을 선정한 뷰티프로그램의 기준에 의혹

을 가지고, 뷰티프로그램에서 소개되지 않는 제품에 대

한 정보까지 찾아보고 대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

방청객들의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자

신에게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슴형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객관적인 분석과 통찰력

으로 가치 있는 사실과 정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머

리형의 특징(Lapid-Bogda, 2010, 2012)과도 일치한다.

“공정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전문가에

의해서 1차 선정된 제품을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믿겠어? 선물도 많이 주는데 협찬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

각이 들고... (중략) 그들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너한테

는 좋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그걸 사볼까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해.” (머리형, case 8)

“블라인드 테스트에는 신뢰가 안 가요. 사람들마다 피부도 다

르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친구가 말한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모

르는 사람을 믿겠어요? (중략) 화장품을 사기 전에 조사할 때는

무수히 많이 서치를 하고, 기억해 뒀다가 검색을 해보죠. 블로거

나, 잡지 등등 진짜 상세하고 자세히 잘 찾아보고 사요.” (머리형,

case 7)

“무슨 제품 특집이었는데, 마침 그게 내가 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뷰티프로그램에서 본 걸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또 거기에

포함되진 않았는데 블로거들이 좋다고 한 거 다시 한 번 찾아보

고,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나서 매장 가서 샘플 받아서 써보고...

그것도 귀 뒤부터 차근차근 발라보고 괜찮은 걸 구매했었어요.”

(머리형, case 10)

“검색하고 사용 후기 보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소개했다고 해

서 바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후보 중에서)

걸러내는 거죠.” (머리형, case 9)

(3) 확인: 주관과 직관

Holt(1995)가 말하는 확인은 소비자들이 관련된 경험

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상징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은 특정 행위를 그와 관

련된 사실들, 맥락, 경험들을 엮어 받아들인다. 배형 응

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통해 자

신이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확인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경험

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다

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직관적인 자신의 판단에 좀 더 의

미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의 나열에 부정적이며, 자신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배형

의 특징(Lapid-Bogda, 2010; Riso & Hudson, 1999)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배형 응답자들은 가슴형 응답자들

과 달리 진행자를 방청객 정도로 여기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결정하였다.

“나는 만약 뷰티프로그램에서 순위가 낮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라면 사요.

(중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점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게 있

나 없나 봐요.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실제로 썼을 때 나에게 맞을

만한 걸 보는 거죠.” (배형, case 11)

“지성피부도 오일을 잘 쓰면 좋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어이

가 없었죠. 절대 쓰면 안돼요. 바로 트러블 생기는데... 화장품 사

러 갔더니, 겟잇뷰티 1위 써 놓고, 판매원이 추천하는 거 보고, 이

건 무슨 광고보다 더 하네 싶었어요.” (배형, case 12)

“그 프로그램에서 알려준 정보 전체를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는 정보가 나오면 그것만 보는 편이예요. (중

략) 제가 선호하지 않는 향이나 성분이 들어가면 아무리 추천해

도 절대 사지 않아요.” (배형, case 14)

“전문가들이 성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도 다시 읽어보고, 저에게 안 맞는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중략) 제가 좋아하고 즐겨 추천하던 제품이 있

었는데, 그게 바디 제품으로 소개돼서 2위 했었거든요. 가격 때문

에 2위한 거 같아요. 1위가 저렴이 제품이라... 거긴 가성비를 엄

청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하지 가격이 그

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배형, case 15)

“전 주관적인 만족도를 더 높게 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스타일

로 사는 거 같아요. 너무 옆에서 오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방청객들 수준도 검증되지 않은거고, 진행자들이 알아 봤자 얼마

나 알겠어요.” (배형, cas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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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프로그램 시청자들은 손질의례행동과 경험으로서

의 소비행동을 통해 제품이 가진 문화상징적인 의미를

자신에게 전이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은 소유상품이

라기보다 체험상품이기 때문에, 경험으로서의 소비행동

은 응답자 전체에게서 발견되었다. 중심에너지별 응답자

의 의미전이는 다음과 같았다. 가슴형 응답자들은 뷰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셀레브리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

여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의

미전이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

자나 셀레브리티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 또는 착용하였으며 전문가가 사용

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본인의 화장이나 스타일링 기술

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슴형

응답자들은 본인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소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머리형 응답자들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뷰티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유명인의 심리적인 관계를 짓는 등 뷰티프

로그램 시청 자체가 해당 제품의 간접 경험의 기회로 여

기는 경향을 보였다. 머리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

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상품에 더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통합하여 판단하

는 과정에서 의미전이가 일어났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소비로 이어지고, 그들처럼 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한 전이가 발견되었다. 배형

응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해 본 제품이 소개되는 경우에만 의미전이가 활발

하게 나타났다. 뷰티프로그램의 소비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쉽게 수용하

는 반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에만 반응하였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에 관

해서는 빠르게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 본 후에야 판단과

의미 전이가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객관적

인 현재의 미의 기준을 소비하며 이를 통해 아름답게 변

화할 자신을 소비하게 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주제로 삼는 셀레브리티는 항상 그 시점에 제

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눈썹의 중요성을

효연이 사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고준희가 단발 자르고 얼마

나 더 예뻐졌는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방송 보면서 항상 내가 저

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예뻐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지금

나랑 다른 나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게 상상하다가 직접 해보는

거죠.” (가슴형, case 3)

“결국 그 불안이란 게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까봐. 혼자만 우스

꽝스러운 차림을 하게 될까봐 하는...? 결국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불안감을 줘서 제품을 사게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걸로 인해 내가 요즘 제일 예쁜 스타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가슴형, case 1)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해, 이런

양면적인 마음이 모두 있지. 그런데 결국엔 나도 이 사회에서 살

아가려니, 외모가 중요하고, 유행에 뒤쳐진 사람도 되기 싫은 거

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겟잇뷰티 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요즘

엔 어떻게 해야 예쁜 건지 파악도 하고, 결국엔 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100%로 바뀌진 않지만 조금씩 바꿔보고, 좀 더 예뻐지려

고 하는...” (머리형, case 8)

“사실, 유행 따라 가는 거의 끝은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요. 그치만 나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두가 인정하는 예

쁜 게 좋잖아요. 독특하면서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결국 그런

프로의 결론은, ‘이거 사서 이렇게 바르면 너는 예뻐진다’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결국엔 그들의 전

술에 넘어간다 싶으면서도, 겟잇뷰티 1등한 거 사고 그래요.” (배

형, case 15)

본 연구에서 분석한 TV 뷰티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문

화적 의미, 소비의례와 경험소비행동을 바탕으로 전체

적인 TV 뷰티프로그램을 통한 의미전이 과정을 McCra-

ken(1986)이 제시한 의미전이 모델을 바탕으로 <Fig. 1>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McCracken(1986)은 광고와 유

행체계를 통해 문화적 의미가 소비제품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소비의례를 통해 이동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TV 뷰티프로그램이 광고 또는 유행

체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 소구

점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자아이미지와 이상적인 이

미지에 관심이 많은 가슴형 소비자들은 소비대상물의 의

미를 TV 뷰티프로그램의 셀레브리티에, 분석적이고 논

리적인 머리형 소비자들은 TV 뷰티프로그램의 본질인

제품에,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배형 소비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입장인 일반인 방척객의 의견에 반응하여 뷰티

제품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

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뷰티제품에 부여

된 의미의 소비과정에서 손질의례와 경험소비행동이 일

어나고 있었고, 이 역시 성격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슴형 소비자들은 정서적 반응을 우선적으로 하여 감

상이, 머리형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교분석을 중시하여

평가가, 배형 소비자들은 주관과 직관을 우선하는 확인

의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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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V 뷰티프로그램이 전달하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이 소비되는지 알아

보고, 소비대상물의 의미가 소비자로 전이되는 상징적

행동이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

고자 TV 뷰티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가 중요

해진 현대 사회에서 뷰티프로그램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트렌드를 알려주고, 쏟아져 나

오는 많은 정보를 걸러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

고 있었다. 둘째, 뷰티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가슴형 소

비자들은 뷰티프로그램의 셀레브리티에, 머리형 소비자

들은 뷰티프로그램의 제품에, 배형 소비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일반인 방청객의 의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였

다.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궁극

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제품과 화장기법을 통해 ‘아름답

게 변신’하는 자신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유행을 전달하

는 광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셋째, 뷰티프로그

램의 의미가 전이되는 상징적 행동으로는 ‘손질의례행

동’, ‘감상행동’, ‘평가행동’, ‘확인행동’이 발견되었고, 이

는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슴

형 응답자들은 아름답게 변한 뷰티프로그램의 출연자처

럼 자신도 변할 것을 기대하며 손질의례행동과 함께 감

상을 통한 경험소비행동이 나타났다. 머리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정보를 취합, 평가의 과정을

거쳐 의미전이가 나타났다. 배형 응답자들은 뷰티프로그

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확인하고, 자신이 사용해 본 제

품에 대해서 의미전이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외모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끊

임없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속에

서 뷰티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단순한 화장품과

기법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의 기준, 또 아름답게 변화

할 자신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때 손질의례행동과 감상,

평가, 확인의 경험소비행동을 통해 소비대상물에서 소

비자로 의미가 전이되고 있었으며, 이는 성격유형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성격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구점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힘으로써 소비자 성

격에 따른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

다. 자기 표현성과 상징적 의미가 강한 패션제품의 경

우 감성적 소구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객관

적인 정보를 포함한 이성적 소구 역시 중요한 것으로 여

겨진다. 기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는 한편 블로그, SNS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접

근하여 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

어주는 다각적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는, 성격유형을 행동의 원천으로 보는 에니어그램을 통

해 상징적 소비행동과 그 의미전이에 따른 차이점을 보

다 명료하게 밝혀냄으로써 상징적 제품의 하나인 패션

상품의 소비와 성격유형에 관한 향후 연구의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

다. 첫째, 20대 여성들에 한정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Fig. 1. Result of findings: Movement of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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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

라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가진 여

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격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데이터

에 시간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줄

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재인터뷰를 실행하여 타당성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추후 연구를 확대할 때에는 더 조직

적이고 세심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중 중심에너지에 따른 의미전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으나, 탐색적 확인에 그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후

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소

비자의 의미전이 차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실증적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동

의 근원적인 부분을 밝히기 위하여 중심에너지로 소비

자를 분류하였으나 에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는 것도 성격에 따른 소비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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