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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n 

job search efficac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job search efficacy,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developed.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312 students from women's university in Seoul.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ree types of appearance management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fashion & hair,' 'skin care & plastic surgery,' and 'body shap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factors were proved. Second,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und to have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efficacy: fashion & hair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earch strength; fashion & hair factor and body 

shape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earch skills. While skin care & 

plastic surger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earch strength and job 

search skill. Third, between academic years, there were differences in job 

search efficacy but not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y majors,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skin care & plastic surgery factor, body shape 

factor, and job search strength fact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 improve 

the job search efficacy, proper appearance management through fashion 

and hair, and body shape management is necessary.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by 

establishing the appearance management strategy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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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메시

지를 담고 있는 요소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 

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Engemann & Owyang, 2005; Mobius & 

가 사회 경제적 분야 뿐 Rosenblat, 2006; Fletcher, 2009)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명됨에 , 

따라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취업준비생들에게 외모관리는 

자기관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Hakim(2010)

은 아름다운 외모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므로 이

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Yoo and 

는 직장인의 외모관리는 좋은 인간관계 및 사회Choi(2014)

적 파워와 창의적 인상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입과 승진 등 직업적 성취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

략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직에서 외모를 개인에 대한 평가와 인사관리의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취업을 준비

하는 대학생들에게 외모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포털 잡코리아. 

는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명을 (www.jobkorea.co.kr) 112

대상으로 한 외모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설문조사‘ ’

에서 가 면접 시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여부에 영향90.2%

을 미친다는 응답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외모를 하나의 채, 

용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남성 채용시 보다 여(54.5%) 

성 채용시 에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63.4%) (“The impact 

of job applicant’s appearance on employment,” 2011). 

외모가 개인에 대한 평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은 면접을 경험한 . Kim(2009)

가 외모관리에 투자하겠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외모84% , 

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취

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Cho, Choi, Lee, Lee, & 

는 연구 등이 학계에서도 지속적Chae, 2013; Han, 2015)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 

인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들에게 구직효능감을 높이

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외모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관심과 학습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모가 무형의   자산으로써 구직 및 개인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관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들의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으로서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외. 

모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등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Kaiser, 

1998; Rudd & Lennon, 2000, Lee & Park, 2011, Kim, 

이러한 외모관련 연구의 동향은 외모관리가 자기효2014). 

능감을 통한 내적 이미지 관리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변인

으로써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구직효능감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규명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직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외적 이미지 관리 행동의 직접적인 요인을 도

출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변수로 투

입하여 구직효능감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 

감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학문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연

구의 범위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로부터 확장하여 성공

적인 구직행동을 위한 구직효능감의 유효한 변인으로써의 

의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 

인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에 대해 취업을 위한 성취적 도구

로써의 의미와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을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외적 단서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

다운 외모를 만들고자하는 자기 주도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고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

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외모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자기. 

효능감이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인지 및 태도 차원에서의 

의미를 밝힌 내용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구직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외모관리의 구체적인 행동요인을 도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론적�배경�II.�

외모관리와�구직1.�

외모관리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단서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함으로써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고자 수

행하는 주도적 자기관리행동으로 는 외모관리Kais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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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인의 사회적 상황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 신체적 속성이나 의복 헤어스타일 화장 등의 다양한 , , 

외적 요소들을 통해 자기를 표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

하였다.  Lee and Park 은 타인에게 자신의 외모를 (2011)

이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으며 

는 사회문화적 영Stice(as cited in Park & Chang, 2012)

향에 의해 형성된 외모의 이상적 기준이 외모관리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는  . Tokar, Fischer and Subich(1998)

외모관리행동이 외모에 대한 자기평가의 기준으로 외모 , 

만족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 

정체성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외모관리 행동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 관계  

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된 외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자

기관리행동으로 규정됨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요인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Park and 

Yoo 는 이상적 외모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모(2012)

관리행동 요인으로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 다이어트 성, , , , 

형 피부관리를 제시하였으며, , Lee and Park 은 타인(2011)

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외모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외모

관리행동으로 의복 화장품 악세서리 체중조절 성형수술  , , , , 

등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은 이상적 외모를 형Song(2009)

성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으로 체형 화장 헤어스타일 미, , , 

용성형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Cho and 

Choi 은 (2007) 여대생들의 경우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으로 화장 체중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 , , 

순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 Lee(2008)

는 외모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요인으로 체형관리 의복관리 피부 , , 

및 미용관리를 관련요인으로 규정하였고 은 여, Kim(2016)

대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요인으로 패션과 헤어 피부 관리와 , 

성형 그리고 체형관리를 제시하였다 학자에 따라 분류의 , .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기 위한 주도적 외모

관리행동 요인이 크게 의복관리와 헤어관리 피부 및 미용, 

관리 성형 체형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 .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이 사회적으로 기  

준이 되는 이상적 외모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

한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과 여러 변인들

과의 관계연구가 진행되었다. 은 Peluchette and Karl(2007)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행동에 해당되는 성공한 직장인

의 옷차림이 권위 능력 생산성 신뢰감 친근성 창조성을  , , , , ,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직장생활에 있어 의복관리

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은 여대생의 경우 . Hwang(2007)

외모관리행동 중 헤어관리행동이 사회적 신체매력과 개인 

적 신체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관리법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하였

다 은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 Kim(2003)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이나 피부 관리가 많이 활용된다고  

하였으며 는 여성의 경우 외모만족을 위한 자기, Seo(2011)

관리 차원에서 성형관리 의복관리 체형관리에 대한 지향, , 

성이 높게 나타났고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부 관리에 , 

대한 행동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외모관리행동과 진로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  

구에서 가 Lee(2008) 체형 및 의복관리 행동 수준이 높을수

록 피부 및 미용관리 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자기효능,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 피부 Kim(2014)

및 미용관리 행동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 과 구직관련 

진로결정수준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취업을 앞 

둔 고학년의 경우 패션 및 헤어관리 요인과 체형관리 요인

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피부 및 , 

성형관리 요인은 부적 영향을 나타냈음을 밝혔다(Kim, 

2016). 

지금까지 논의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직 및   

자기관리와 관련하여 외모관리행동의 영향은 구성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가 . 

자기만족감과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관련변

인으로써 의미 있음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외모관리행동의 측정변수를 구성하고 외모관련행동 요

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직효능감2.�

구직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에서 도출된 이론으로 구직과 

관련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Wanberg, Watt, & Rurnsey, 

구직효능감은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1996). 

구직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비효과적인 구직기술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구직정, 

보를 탐색하는 범위가 넓고 구직관련행동 참여율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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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Saks & Ashforth, 1997; Wanberg, Kanfer, & 

Rotundo, 1999; Kim & Han, 2012). 

구직효능감은 구직강도와 구직기술로 구성되며 구직강  , 

도는 구직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직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로 

취업박람회 방문 구직정보의 활용 구직관련 문의 취업강, , , 

좌 참여 등 포괄적인 구직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Latham(as cited 

은in Bea & Chang, 2014) 구직기술을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구직과 관련된 직업능력 기술 대인관, 

계 기술 고용정보 수집기술 등 효과적인 구직방법의 적용, 

과 구직활동에 대한 지식과 수행 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구직역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은 취. 

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써 구직강도가 높은 사람은 

구직활동의 범위가 넓어져 취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구직기술 (Kanfer & Hulin, 1985; Saks, 2000), 

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구직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취

업할 확률이 높으며 재취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Gang, 

2012). 

구직효능감이 취업 성공률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인  

임이 제시됨에 따라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Ko 

은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and Yoon(2017)

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승무원 취업커뮤니티에 대한 몰입이 

구직효능감을 구성하는 구직기술과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취업커뮤니티 몰입이 구직기술과 구직강도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 보, 

다 구직기술과 구직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지망 

항공사에 따라서 구직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밝혔다. Lee, Choi and Shin(2011)은 재취업구 

직자의 경우 성격과 성별이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남자의 경우 성실성 외향성 정서불안성 , , , 

순으로 여자의 경우 외향성 성실성 정서불안성 순으로 , , ,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Kim 은 온, and Jin(2016)

라인 채용커뮤니티 몰입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헤어미용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 

적 몰입 경향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 요인인 불안감이 높

아지고 정보적 몰입이 높아질수록 구직효능감 요인인 구, 

직에 대한 목표의식과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능력지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Kim, Ahn and Lee 는 취업 커(2017)

뮤니티 몰입과 구직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연

구에서 취업커뮤니티 몰입 요소인 태도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은 구직기술과 구직강도 모두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

미쳤으며 태도적 몰입이 행동적 몰입에 비해서 더 큰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구직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이 취업 성공  

률과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구직행동과 관련된 모든 변수가 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다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Bea and Chang(2014)의 대

학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구직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여부

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나 참여유형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담

은 구직강도에 취업캠프는 구직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나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강좌 취업동아리는 구 , , , 

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성

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

하여 적정한 횟수와 맞춤형태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이 구직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금까지 진행된 취업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효능  

감과의 관련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

직효능감의 영향 변인은 성격적 요인을 비롯하여 취업 관 

련 커뮤니티 몰입 요인 및 태도 요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참여 요인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하는 . 

외모관련 변인과의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 

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취업의 효용성을 높이는 변수로써  

의미가 있는 구직효능감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구직강도와 구직기술 관련 측정문항을 변

수로 구성하여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는 여대생의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으로써 의미 

있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을 도출하고 표본의 특성별 변인

들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 변인의 요인구조를 밝  , 

힌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 요인별로 구직효능감 요인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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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규명한다.

셋째 표본의 특성별 외모관리행동 요인 및 구직효능감   , 

요인과의 차이검증을 통해 학년별 전공별 차이를 밝힌다, . 

연구대상�및� 자료분석2.�

본 연구는 여대생의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리

행동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취업에 관심이 높은 고학년

학년 의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3, 4 ) . 

은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 일까지 진행하였다 통계에 2016 9 1 ~ 14 . 

사용된 설문지는 총 부의 설문지 중 응답에 오류가 있350

거나 무응답 처리된 설문지를 제외한 부의 설문지를 데312

이터로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버전을 사. SPSS 23.0 

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 

분석 다중회귀분석 일변량 분산분석 및 를 , , t-test, Scheffé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이 명  3 164 (52.6%), 4

학년이 명 으로 분포되었으며 전공은 어문계열 148 (47.4%) , 

명 사회계열 명 인문계열 명38 (12.2%), 36 (11.5%), 46

경상계열 명 자연계열 명(14.7%), 62 (19.9%), 50 (16.1%), 

예체능계열 명 으로 구성되었다80 (25.6%) .

측정도구�3.�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된 

외모관리행동 문항과 구직효능감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 5 Likert ‘

혀 그렇지 않다 를 점 매우 그렇다 를 점으로 하였으며 ’ 1 ‘ ’ 5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외모관리행동 문항은 가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Lee(2008)

을 검토 받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개의 문항 중 17

이 여대생에게 적용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Kim(2016)

성이 검증된 개의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문13 . 

항의 구성은 적절한 옷의 선택과 패션 감각 등 의복관리 6

문항 헤어관리 문항 피부 및 성형관리 문항 체형관리 , 2 , 3 , 

문항으로 설계하였다2 .

구직효능감의 측정도구는 미시간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  

에서 개발한 의 문항과 선행연구를 JOBS II Survey(1991)

참고하여 이 한국의 대학생에게 사Bea and Chang(2014)

용한 개의 문항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안정한 구조를 15

나타낸 문항을 제외한 개의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사용하12

였다 문항의 구성은 취업정보 탐색 및 취업준비 등의 . ‘ ’ ‘ ’ 

구직강도 문항과 구직방법의 적용 및 직업을 수행하기 6 ‘ ’ ‘

위한 능력 개발의 노력 등 구직기술 문항으로 설계하였’ 6

다. 

연구결과�IV.�

외모관리행동과�구직효능감에�대한�요인분석1.�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에 대한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인 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Varimax .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1) 

외모관리행동 개의 문항을 투입한 결과 아이겐값이 이13 1

상인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의 내용은 

과 같다Table 1 . 

요인 은  고유값 분산설명력 를 나타냈  1 4.497, 34.595%

으며 패션 및 헤어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8

패션과 혜어 로 명명하였다 요인 는 피부 및 성형 관련 ‘ ’ . 2

문항으로 고유값 분산설명력 를 나타내어 3 2.076, 15.971%

요인명을 피부 및 성형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은 체형 ‘ ’ . 3

관리 문항으로 고유값 분산설명력 를 나2 1.693, 13.020%

타내어 요인명을 체형 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 ’ . 

계수는 패션 및 헤어 피부 및 성형 체형 .890, .644, .745 

등 세 요인 모두 을 넘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으며.60 ,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이었다63.586% .

요인분석의 결과는 가 외모관리행동의 요인을   Lee(2008)

체형 및 의복관리 요인 피부 및 미용관리 요인으로 제‘ ’ , ‘ ’ 

시한 것보다는 세분화되었으며 이 도출한 세 개, Kim(2016)

의 요인과는 일치하는 구조를 나타냈다.  

구직효능감의 요인분석2) 

구직효능감의 문항을 투입한 결과 아이겐값이 이상인 12 1 2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의 내용은 와 Table 2

같다. 

요인 은  고유값 분산설명력 를 나타냈  1 3.659, 30.495%

으며 구직을 위한 강한 의지와 인지적 행동을 들어내는 ,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구직강도 로 명명하였다 요‘ ’ . 

인 는 구직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적 역량을 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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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for�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Component

1 2 3

Fashion

&

Hair

I am capable of wearing clothes to make my figure look good.  .824

I am more fashionable compared to others.   .812

I know how to wear the appropriate clothes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800

I know how to balance the colors of my clothes. .792

I am capable of choosing the clothes that looks well on me. .787

I wear clothes that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others. .755

I have an experience of dyeing, bleaching or getting a perm in order to 

manage my hair style. 
.501

I use hair products in order to take care of my hair style. .500

Skin

Care  

&

Plastic

Surgery  

I have an experience of receiving skin care or am planning on doing so in 

the future. 
.795

I have an experience of visiting a dermatologist or receiving skin care in 

order to take care of my skin. 
.779

I have received plastic surgery or am planning on receiving it in order to 

manage my appearance. 
.614

Body

Shape

I usually exercise in order to stay fit. .853

I am controlling my diet in order to stay fit. .850

Eigenvalue 4.497 2.076 1.693

% of variance 34.595 15.971 13.020

Cronbach's α .890 .644 .745

Table� 2.� Factor� Analysis� of� Job� Search� Efficacy

Factor Item
Component

1 2

Job Search

Strength

I frequently visit employment related organizations. .849

I participate actively in the employment event. .821

I visit the homepage of the company from time to time. .795

I spend time preparing for work. .776

I have written an application form late at night. .721

Job Search

Skills

I can explain myself to the personnel manager. .769

I try to develop skills that will help my career. .761

I know the answer to the interview. .726

I can show an impressive impression when interviewing. .700

I know a job that fits my aptitude. .682

I sometimes meet someone who helps me get a job. .618

I know a variety of ways to find job information. .559

Eigenvalue 3.659 3.513

% of variance 30.495 29.273

Cronbach's α .870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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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유값 분산설, 3.513, 

명력 를 나타내어 요인명을 구직기술 로 명명하였29.273% ‘ ’

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을 넘어 높은 내적 일관. .80

성을 나타내었으며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이었다, 59.768% . 

요인분석의 결과 구직효능감의 요인은 선행연구와 같이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의 두 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 요. 

인구성에 있어서 직업정보를 찾는 다양한 방법 의 문항이 ‘ ’

의 연구에서는 구직강도요인에 포함Bea and Chang(2014)

되어 구직강도 문항 구직기술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6 , 6

본 연구에서는 구직강도 문항 구직기술 문항으로 구조5 , 7

화되었다. 

외모관리행동이�구직효능감에�미치는�영향2.�

고학년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구성요소인 패션 및 

헤어 피부 및 성형 체형관리 변수를 독립변수로 구직효, , , 

능감의 구성요소인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을 각각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3.� The� Effects� of�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on� Job� Search� Strength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Tolerance

B
Std.

Error
β

Job

Search 

Strength

Constant 1.869 .287 6.504 .000

Fashion & Hair .254 .085 .192 2.988 .003 .746

Skin care & Plastic 

surgery 
.059 .054 .068 1.101 .272 .795

Body Shape .003 .051 .003 .056 .955 .866

R = .232, R2 = .054, Adjusted R2 = .044 ,

F = 5.819, p = .001, Durbin-Watson = 1.785

Job

Search 

Skills

constant 1.430 .208 6.864 .000

Fashion & Hair .409 .062 .391 6.640 .000 .746

Skin care & Plastic 

surgery 
.012 .039 .018 .310 .757 .795

Body Shape .077 .037 .113 2.074 .039 .866

R = .452, R2 = .204, Adjusted  R2 = .196 ,

F = 26.311, p = .000, Durbin-Watson = 1.829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 1) 

고학년 여대생이 지각하는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강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간 다중공. 

선성은 공차한계값을 이용하였다 공차한계값은 모든 요인. 

이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0.1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지수가 로 나타나 자기상관없이 1.8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확률 .001(p 

에서 < .05) F 값이 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5.819 , R2 = .054

로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5.4% .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패션 및 헤어관리행동이 구직강  

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988(p 로 = .003) p 에 < .05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및 성

형관리행동은 t값이 1.101(p 로 나타나 유의한 영= .272)

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체형관리행동 . 요인의 경우도 t값이 

.056(p 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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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패

션 및 헤어관리행동 요인(β 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 .192)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 2)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구직강도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공차한계값이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0.1

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도 로 나타나 회귀모형1.8

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

에서 의 수치를 나타냈으며26.311 , R2 로 의 = .204 20.4%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패션 및 헤어관리 행동이 구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값이 t 6.640(p 으로 유의한 = .000)

영향을 나타냈으며, 피부 및 성형관리 행동은 t값이 .310(p 

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체형관= .757) . 

리 행동 요인의 경우는 t값이 2.074(p 로 유의한  = .039)

영향을 나타냈다 즉 외모관리행동이 구직기술에 미치는 . 

영향에 있어서는 패션 및 헤어관리 행동 요인(β = .391)

과 체형관리 행동 요인(β 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 .113)

타났으며 피부 및 성형관리 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 

못하였다. 

표본의�특성별� 외모관리행동과�구직효능감의�차이3.�

표본의 특성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학년별 t 검증과 전공별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 , 

시하였다

Table� 4.� T-test� of� Factor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Job� Search� Efficacy� According� to� the� Grade

Grade� Level� N Mean
Std.

Deviation
t 

Sig.

(2-tailed)

Fashion & Hair
Junior 164 3.689 .668

-1.915 .056
Senior 148 3.838 .704

Skin Care & Plastic Surgery 
Junior 164 3.187 .985

-.511 .610
Senior 148 3.248 1.115

Body Shape
Junior 164 3.043 1.004

-.1390 .166
Senior 148 3.210 1.116

Job Search Strength
Junior 164 2.705 .748

-6.874 .000
Senior 148 3.374 .946

Job Search Skills
Junior 164 3.122 .668

-3.247 .001
Senior 148 3.383 .752

학년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 1) 

학년 학년 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분(3, 4 )

석한 t 검정의 분석 결과는 와 같다- Table 4 .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모든 요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구직효능감에 있어서는 구직강도. (p 와 구직기= .000)

술(p 모두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001)

으며 구직강도의 경우 학년은 평균 로 학년의 평, 3 2.705 4

균 보다 낮아 학년이 높은 구직강도를 갖고 있음이 3.374 4

밝혀졌다 구직기술의 평균값은 학년의 평균이 로 . 3 3.122 4

학년의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83 . 

전공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 2) 

전공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일변

량 분산분석의 결과는 와 같으며 전공별 차이검증Table 5 , 

을 위해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별 외모관리행동 요인에서는 피부 및 성형관리 행동  

과 체형관리 행동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직효능감은 구직강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피부 및 성형관리의 경우 인문학계열 평균이 으. 2.536

로 사회학계열의 제외한 다른 전공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

타냈다 체형관리의 경우 경영계열 평균이 로 자연계. 3.484

열 평균 보다 높았다 구직강도의 경우 사회학계열 2.640 . 

학생들의 평균값이 으로 예술계열의 학생들의 평균값 3.343

보다 높게 나타났다2.733 . 

논의�및�결론.�Ⅳ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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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ne-Way� ANOVA�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Job� Search� Efficacy� according� to� Majors

Dependent� Variable Major� Level� N Mean
Std.

Deviation
F 

Sig.

(2-tailed)

Fashion & Hair

Major in Linguistics 38 3.921 .804

1.205 .307

Major in Sociology 36 3.667 .657

Major in Humanities 46 3.592 .514

Major in Management 62 3.758 .860

Major in Natural Science 50 3.770 .713

Major in Art 80 3.816 .546

Skin Care & Plastic 

Surgery

Major in Linguistics       (a) 38 3.386 1.119

6.409 .000

Major in Sociology        (a,b) 36 3.000 1.014

Major in Humanities       (b) 46 2.536 .988

Major in Management     (a) 62 3.548 1.115

Major in Natural Science  (a) 50 3.240 .988

Major in Art              (a) 80 3.350 .865

Body Shape

Major in Linguistics       (a,b) 38 3.184 1.233

4.929 .000

Major in Sociology        (a,b) 36 2.972 1.165

Major in Humanities       (a,b) 46 2.891 1.043

Major in Management     (a) 62 3.484 .919

Major in Natural Science  (b) 50 2.640 .932

Major in Art              (a,b) 80 3.312 .985

Job Search

Strength

Major in Linguistics       (a,b) 38 2.886 1.008

4.936 .000

Major in Sociology        (a) 36 3.343 .950

Major in Humanities       (a,b) 46 2.819 .717

Major in Management     (a,b) 62 3.226 1.134

Major in Natural Science  (a,b) 50 3.293 .601

Major in Art               (b) 80 2.733 .795

Job Search

Skills

Major in Linguistics 38 3.132 .949

1.028 .401

Major in Sociology 36 3.324 .784

Major in Humanities 46 3.196 .548

Major in Management 62 3.360 .897

Major in Natural Science 50 3.113 .551

Major in Art 80 3.288 .575

Scheffé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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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의 내용을 정리하여 ,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요인구조는 선행연  , 

구와 같은 구조를 나타냈다 외모관리행동의 요인구조는  . 

패션 및 헤어 피부 관리 및 성형 체형 의 개 요인이 ‘ ’, ‘ ’, ‘ ’ 3

도출되었으며 이 도출한 세 개의 요인과 일치하, Kim(2016)

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 외모관리. Lee(2008)

행동의 요인을 체형 및 의복관리 요인 피부 및 미용관‘ ’ , ‘

리 요인으로 제시한 것보다는 세분화된 구조로 응답자들’ 

이 체형 을 신체적 외모관리 요소로 인지함으로써 외적 도‘ ’

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패션 및 헤어 요인‘ ’ 

과  분류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효능감의 . 

요인은 이 제시한 구직강도와 구직Bea and Chang(2014)

기술의 두 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 구성내용에 있어서. 

는 의 연구에서 구직기술의 내용에 Bea and Chang(2014)

포함되었던 직업정보를 찾는 다양한 방법 의 문항이 구직‘ ’

강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  , 

향을 분석한 결과 구직강도에는 패션 및 헤어 요인만이 p 

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구직기술에서< .05 (+) , 

는 패션 및 헤어 요인(p 과 체형 요인< .01) (p 이 < .05)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다(+) . 

즉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 

패션 및 헤어관리 요인이 구직강도와 구직기술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체형관리 요인은 구직기술에서, 

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패션 및 헤어관리 요인. 

은 구직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준비하는 구직강도에도 영

향을 미치고 구직관련 스킬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구직

기술 활동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구직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체형관리 요인은 구. 

직기술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 구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구직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직업능력과 대인관계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체형과 의복관리. 

행동이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와 Lee(2008)

의 결과와 일치하며Kim(2014) , Peluchette and Karl(2007)

이 제시한 성공한 직장인의 옷차림이 직업적 성취와 성과

를 높인다는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이 여. Hwang(2007)

대생의 경우 헤어관리행동은 사회적 신체매력과 개인적 신

체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관리법으로 가장 많

이 활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패션 

및 헤어관리와 체형관리요인은 구직활동에 대한 능력을 높

이는 구직기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피부 및 성형관리는 구직강도와 . 

구직기술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선

행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과 피부관리

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의 연구결과와는 상이Kim(2003)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을 구성하. 

는 모든 요인이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화하는 것은 전략수립에 있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학년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에 대한 차이검  , 

증의 결과 외모관리행동의 평균값은 이상으로 높았으나 3.0

학년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특. 

성이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년 의 여대생으로 학년(3, 4 )

을 불문하고 외모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외모관리를 자

기관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년. 

간의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에게 있어 패션 및 헤어관리는 

자기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며 생활에 적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관리에 대한 전략 수립에 있어 . 

구직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패션과 헤어에 

대한 유용한 자기관리의 팁과 직무별 적절한 옷차림과 헤

어스타일에 대한 교육과 활용법이 이루어진다면 구직효능

감을 높이는 변수로써도 의미가 있는 전략 수립이 될 것이

다. 

한편 학년별 구직효능감의 평균은 구직강도  , (p = .000)

와 구직기술(p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001)

며 학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4 . 

을 준비하는 여대생에게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직

활동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며 학년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직효능감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

리기 위해서는 학년을 분류하여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을 3 4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년의 경우 관4

심 직종별 맞춤형 구직정보와 면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전공별 외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에 대한 차이검  , 

증의 결과 외모관리행동 요인에서는 피부 및 성형관리와 

체형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직효능감에서는 , 

구직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부 및 성형관리 . 

요인은 인문학 계열이 다른 전공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

났으며 체형관리 요인은 경영계열이 자연과학계열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관리나 시술과 같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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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도움을 통한 외모관리에는 인문학 계열 여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 보다 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을 대상으로 외모관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외적 관리 도구들에 대한 외모관리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경영계열 여. 

학생들의 경우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계열의 학생

들에 비해 높음으로 체형관리법에 대한 맞춤형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한다면 자기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구직효능감의 경우 구직강도에서 전공별 차이가 나타났  

으며 예술 계열 여학생들의 평균값이 사회학 계열의 학생

들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즉 전문성과 창작성이 뚜렷한 . 

예술분야 학생들의 경우 구직을 위한 정보탐색이나 구직자

원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 

리와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전공

별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직 정보를 활용하는 구직행동에 있어서도 전공별 차이가 

있음으로 전공별로 소구성이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외모관

리 방법과 구직자원의 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여대생에  

게 구직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안을 개인과 기관 연, 

구의 측면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의 성공률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구직  ,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직강도와 구직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및 헤어관리 구직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 

관리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외모관리의 노하우를 개발하여 

꾸준히 자기관리의 실행 방법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모관리를 통한 자기관리의 역량 개발은 구직. 

기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직효능감을 높이고 자신

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구직효능감 향상에 영. 

향력 있는 외모관리의 요소를 세분화하여 요인별 의미를 

제시한 연구 결과는 자기관리의 방법으로 외모관리가 중요

하다는 일반론적 제안에서 벗어나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외모관리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취업을 관장하고 교육하는 캠퍼스 내의 유관기관  , 

에서는 패션과 헤어관리 및 체형관리가 구직효능감을 높이

는 유효한 변인임이 입증됨에 따라 구직역량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두 요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외모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 , 

미친다고 인식하는 고학년의 여대생에게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직무 분야별 패션 코디네이션 방법 및 선호하는 헤어

스타일에 대한 정보와 건강한 체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

육한다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구직효

능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

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예비 취업생들은 . 

과 가 확인한 사회적 관Hakim(2010) Yoo and Choi(2014)

계에서 외모의 긍정적 힘과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를 체득

하고 구직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자신감 있는 자기관리와   , 

경력개발의 포토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외생변수에 관한 연구 내용의 확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별 외. 

모관리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음으로 차후 연

구에서는 선호하는 전문 직종별 영향력 있는 외모관리의 

요소를 도출하여 각 전공에 적합한 외모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진로관련 연구자와 취업

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이

미지를 개발하고 외모관리의 구직기술 역량을 함양함으로

써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재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의 시대에 젊은 청년층에게 있어   

구직에 대한 절박함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이 구직효능감을 높

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지 규명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 

있는 외모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구직활동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하

여 논의하고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외모관리행동 요인의 재구성 및 매

개변수를 통한 구직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등 다양한 구조

의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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