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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why and how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 their makeup. An interview with 13 sixth grade 

female students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asons, learning routes, and purchasing patterns related to their 

makeup purchase and use.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girls were influenced to start wearing makeup by friends or family 

members, such as sisters and mothers. The students thought that their faces 

were ugly before they did makeup. They thought they became more beautiful 

and they were pleased after makeup.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stly 

reported that they used sunscreen, sun cushion with a whitening function, and 

lip tint. Some students also used a concealer to cover their flaws. They learned 

the methods of makeup by watching YouTube videos and from friends. They 

showed different purchasing patterns depending on the type of cosmetics they 

buy. They reported that their parents often bought their basic cosmetics such 

as lotions, and creams, while they tend to use their own money to purchase 

cosmetics for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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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람

들은 외모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화장이나 성형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고자 노력한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외모가 활용되어 이미 외모의 영향력이 큰 취업 시장

과 결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까지 외모에 우선(Choi, 2016) 

적인 가치를 두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다 외모는 특히 사춘. 

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상대의 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매력적인 외모. 

를 가진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외모가 매력적이지 , 

못한 청소년일수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무반응 거부를 당하기·

도 한다 즉 외모는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긍정적인 . , 

또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보다 

매력적으로 가꾸려고 노력한다(Seo, 2003). 

초기 청소년기 또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는 과도기  

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매우 빠·

르게 진행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차 성징이 , . 2

시작되어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여 외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Jones,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년대 이후 태어나 일2001). 2000

찍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세대로 인터

넷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 시작 연령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사용 방법과 화장 기술을 동영상으로 . 

제공하는 뷰티 유튜버 의 등장은 청소년(beauty YouTuber)

들의 화장 욕구를 자극하며 화장 문화에 쉽게 노출되도록 , 

하였다. 

초등학생의 화장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화장품을 사  

용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로 과반수를 넘고 화장품57.6% , 

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학년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5 (43.3%)

았으나 학년이라는 답변도 로 나타났다3, 4 41.8% (Kim, 

다른 연구에서도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나이는 세 2017). 10

이상 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12 (Park & Kim, 

이 결과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외모에 상당한 관심2007) 

이 있고 이 시기에 화장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화장하는 아동과 아동용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 

국내 언론에도 아동용 화장품이나 아동의 화장 문화에 관한 

기사가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화장품에 관한 기사, 

를 분석한 의 연구에 따르면 예전에는 어린이 Shim(2018)

화장품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기사가 다수였지만 년을 2017

기점으로 어린이 화장품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을 갖는 풍조는 더 어린 아동에까지   

확산되어 옷과 장난감뿐만 아니라 키즈 카페 식품에서도 화, 

장 문화가 반영되고 있다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 (Lee, 2018). 

화장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공간이 키즈 카페에 생겨나고 

있으며 립스틱 모양의 사탕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Lee, 

현재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어린이용 화장품이 활2018). 

발히 판매되고 키즈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Kim & 

Kim, 2014).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 고학년들이 또래 관계에서 외모  

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

나 현재까지 초등학생의 화장에 관한 연구는 화장하는 학생

의 비율이나 선호하는 화장품을 알아보는 양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화장에 관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질적 연, 

구로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 

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색조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화장 패턴 화장을 배우는 경로를 고찰하여 초등학, , 

생의 화장 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 

초등학생들의 화장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향후 생

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초등�고학년�학생들의�발달�및�특징1.�

학문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아와 청년기 사

이에 있는 세의 초등학생들은 학령기 학동기 라고도 7-12 ‘ ’, ‘ ’

하며 중기 아동기 로 구분하기도 , (middle-aged childhood)

한다 이 시기는 학교 교육의 시(Kail & Cavanaugh, 2015). 

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학교로 활동 무대가 확장되고 신체, 

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령 후기, . , 

인 초등 고학년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 

또는 초기 청소년기로 간주하기는 시기로 인지적 정의적, ,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Kail & Cavanaugh, 

근래에는 성장 속도가 빨라져 초등 고학년이 사춘기2015). 

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전 세, , 

대의 중학생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을 살펴보면 유전  , 

영양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큰 편으로 대체로 여아들이 , 

남아들보다 발달 속도가 빠르며 차 성징이 시작되어 점점 , 2

성인에 가까운 체형으로 변화한다 이 시기는 활동이 많아지. 

고 급격한 신체 성장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자신, , 

의 신체상을 형성하여 새로운 행동변화와 자아개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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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토대가 되는 시기이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다른 발달 단계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행동들 즉 이상주의적 경향 무리 짓기 비행 행동, , , 

을 하기도 하며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고 기성세대의 가치관, 

을 무시하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 관계. 

가 중요해져 친구관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와 속

삭이는 행동이 많아지고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매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강해져 옷과 헤어(Dion & Berscheid, 1974)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에

도 관심이 많아진다 자신의 외모만족도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소

년의 외모관리행동은 그들의 또래문화에서 중요하다(Lee &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Chung, 2009; Lee & Lee, 2008). 

수줍음도 많아지고 관심 또한 많아져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성교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Hahn & Gil, 2016).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이나 신체적 힘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또래 간에 서열이라는 개념이 강해지며 세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Hahn & Gil, 2016). 

화장2.�

화장은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외모를 개선하여 사회적 의, 

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자기 만족감(Lee & Hwang, 2002) , 

자존심의 상승과 같은 심리적인 효용을 준다(Kim & Yoo, 

화장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얻으2002). , 

려는 청소년이 증가하여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화장에 

관한 연구가 청소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청소년은 용돈. 

이 많을수록 외모변화욕구가 클수록 학업성적 얼굴형에 , , ,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화장을 많이 하였다(Shim & Kim,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2008). , , 

헤어 네일 메이크업을 포함하는 뷰티행동에 더 적극적인 , , 

것으로 나타났고 연예인을 모방하고자 (Seol & Choi, 2010),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화장법을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

였다 고교 계열별 화장행동을 고찰한 결과 인(Choi, 2012). 

문계 여고생보다 실업계 여고생들의 화장비율이 높았고 화, 

장에서 동조 유행 아름다움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 

다 (Kim & Yoo, 2002). 

청소년들이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화장품을 살펴보면 중  ,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들은 피부관리 제품에 관

심이 많았고 피부를 보정하기 위한 색조 화장과 아이라이너, 

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여고생들(Seol & Choi, 2010). 

은 브라운 계열의 눈화장과 핑크 계열의 입술화장을 자연스

럽다고 생각하여 선호하였으며 아이라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 

것으로 나타났다(Lee & O, 2010).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져 의 연구  Cha(2006)

에서 의 학생이 세에 처음 화장을 시작하였고47.3% 15 16 , ∼

의 학생들이 세 이하에 메이크업을 시작한 것으로 17.7% 13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는 약 의 . Shim and Kim(2008) 74.1%

응답자들이  중 고등학교 재학 중 색조 화장을 처음 시작하·

였으며 의 응답자들이 초등 고학년에 화장을 시작했, 20.3%

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색조화장을 하는 대와 초등학생. 10

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을 처음 시(Choi, 2005) 

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Shin & Kim, 2007). 

이러한 흐름에 따라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  

린이 화장품이 문방구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하게 , ,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성인용 화장품과 어린이용 화장

품의 성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성 

및 오남용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Kim, 2017).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용돈이   (Kim & Jin, 2017), 

많을수록 화장품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ng & 

교우관계와 색조화장은 관련이 있어서 교우관Kim, 2016). 

계가 좋고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색조화장을 더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수업에 충실한 , , 

학생일수록 색조화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여러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화장 에 대한 Jin, 2017). 

양적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초등학생의 화장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계기와 화장 방

법과 화장을 배우는 경로 등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Ⅲ

연구문제1.�

첫째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아본, 

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 .

셋째 초등학생들의 색조화장 방법을 알아본다  , .

넷째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하는 장소와 상황을 알아  , 

본다. 

  다섯째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배우는 경로를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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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구매 패턴을 알아본다  , .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기초화장의 다음 단계인 색조화장을 정기

적으로 하는 학년 여학생으로 선정하고 서울 소재의 한 초6

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명을 면접을 통해 조사6 13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학년은 총 . 6

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에서 여학생들이 형성4 , 

하고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이 여학생들의 화장품 사용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급별로 고르게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과정은 먼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색  

조화장 이상의 화장행동을 하는 여학생의 총 수를 조사하였

고 그 중 면담 진행에 동의한 여학생을 연구 대상자간의 , 

친밀도와 학급을 기준으로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면담하였5

다 면담 그룹별 응답자의 특성은 과 같다. Table 1 .

자료�수집3.�

면담 시기는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년 월 2018 2

중으로 하였다 면담은 주로 방과 후에 실시하였고 응답자. , 

의 사정에 따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해 면담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주로 연구자의 교실이나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

Table� 1.� Groups� and� Class� of� Interviewee

Interview� Groups Subjects Class�

1

A a

B b

C b

2

D a

E b

F b

3
G c

H c

4
I c

J c

5

K d

L d

M d

  

면담의 유형은 반구조화 인터뷰로 화장에 관한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사전에 개발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

면서 면담 중의 개별 상황이나 응답자의 상태와 응답 내용, 

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태로 실시

하였다 질문 내용은 화장을 시작하게 된 배경 화장을 하는 . , 

이유 화장하는 방법 그리고 화장품 구매 패턴에 관한 것으, , 

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응답자의 동의를 구해 일정이 맞거나 친밀한 응답  

자끼리 묶어 명 명 면담하였으며 그룹마다 회 또는 회 2 ~3 1 2

실시하였다 면담은 평균 분 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내용. 30

은 녹음되었다 응답자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응답자가 일

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을 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모든 음성 자료를 그대. 

로 글로 기록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자료�분석4.�

자료는 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초기 부호화Chang(2000) , 

공통된 주제 분석 해체화 과정 유형 및 연계성 탐색의 단( ), 3

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면담 중에 녹음한 음성 파일을 응답. , 

자의 표현방식을 수정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기술하여 녹취

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을 읽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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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차례 녹취. 

록을 다시 읽고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핵심 단어로 부

호화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 

는 단어나 문장을 확인하여 상호 연관된 핵심 내용을 추출

하였다 이후 추출된 내용이 초기의 녹취록과 어떤 연계를 . 

가지는지 살펴보며 재검토 하였으며 연계가 되는 내용을 추, 

가하고 연계가 부족하거나 없는 내용은 보완 자료를 찾아보

거나 삭제하였다 셋째 유형 및 연계성 탐색의 단계에서는 . , 

핵심 내용이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제 목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주제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하여 최종 기술하였다.

결과�및�논의.�Ⅳ

화장의�시작1.�

초등학생들은 친구나 가족의 영향으로 색조화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화장하는 친구를 보거나 친구로부터 화장에 . , 

관한 이야기를 듣고 화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가족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시작하게 된 학생은 주로 어머

니보다는 언니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가 , 

다른 학생들보다 빠른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처음으. 

로 접하는 화장한 여성은 어머니인 경우가 절대 다수였다. 

유아기부터 어머니의 화장을 보고 화장에 흥미를 느끼거나 

더 나아가 어머니의 화장품으로 스스로 화장을 시도한 경험

을 가진 여학생들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나 언니. 

의 영향으로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높

으며 어머니가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고 화장을 시작하기

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의 연구결과Barng and Kim(2016)

와 유사하였다.

언니 따라서 언니가 그냥 가끔 해줘요  “ . .” 사례 ( A)

그냥 나도 커서 저렇게 해봐야지 어린이집 다녔을   “ . 

때도 화장품 그 소품 같은 걸로도 소꿉놀이 되게 많이 

했었고 하면 본 것처럼 예뻐지겠지 엄마가 한 . ?, …… 

거랑 언니들이 한 거랑, .” 사례 ( B)

애기 때 아니었을까요 엄마 봤으니까 근데   “ ? . …… 

옛날에 놀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엄마 꺼 화장품 가. ( ) 

지고 놀다가.” 사례 ( C)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냥 피부 톤만 좀 더   “ . 

깔끔해지거나 그런 것 뿐이죠 딱히 별 생각 없었어요. . 

그냥 엄마가 좀 더 깔끔해졌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그것 빼고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 보고 나도 . …… 

해볼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하. 

는 것 같고.” 사례 ( D)

선크림 발랐는데 너무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 너무   “ . 

싫은데 엄마가 노세범 파우더 딱 던져주고 가길래 엄

마한테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쓰라 그

래 가지고.” 사례 ( E) 

엄마가요 화장을 해보라고 하셔서 틴트를 사주셨  “ . . 

어요 근데 그 틴트가 저랑은 안 맞아서 별로 안했어. 

요 일단 학원 끝나고 다시 새로 끊어가지고 다. …… 

니기 시작했는데요 학원 앞에 화장품 가게가 엄청 많. 

아요 그리고 학원 언니들이 다 화장을 하고 다녀가지. 

고.” 사례 ( H)

저는 그때 몰라서 딱 엄마가 화장 했을 때 다른   “ ( )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서워서 울었었어요 어렸을 . …… 

때는 진짜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크면서 관심

이 생겨서 애들이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하게 됐

죠 파우치 갖고 다니는 애들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 

들어서 제가 학원을 전에 다녔었는데 보면 막 아…… 

이라이너 저는 그때 관심이 없어서 아이라이너가 뭔, 

지도 몰랐는데 좀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랑 더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례 ( I)

그게 저는 전혀 바를 생각이 없었는데요 수련회   “ . 

갈 땐가 여름 캠프 갈 땐가 그 때 쯤에 엄마가 발라, , 

보라는 거예요.” 사례 ( K)

처음에는 방댄 방송 댄스 때 해야 돼서 했는데 애  “ ( )

들이 이제 화장도 하고 애들도 다 화장얘기 하다보니, 

까 다 바르다보니까 그냥, .” 사례 ( L)

저는 이번 연도에 학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화장  “

품 얘기를 워낙 하고 저를 화장품 가게를 계속 데리고 

다니길래 .” …… 사례 ( M)

화장을�하는�이유2.�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장

을 하였고 자신의 만족감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일부 학생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한 목적. 

으로 화장을 하거나 화장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중 하나의 , 

과정으로 자리 잡아 화장 없이는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하기

도 하였다 화장 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보다 화장 전 자신의 모습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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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다수의 여학생들이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  

이기 위해 화장을 한다고 답하였는데 Kim and Kim(2014)

의 연구 결과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긍정적으

로 생각하거나 초등학생들 사이에 외모지상주의가 퍼져있으

며 학생들이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수단 중 , 

하나로 화장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얘진다 아 역시 난 예뻐 역시 나는 거울   “ . . …… 

보는 낙으로 산다 맨얼굴일 때는 왜 이렇게 까맣. ( ) 

지?” 사례 ( A)

뭐라 그래야 되지 생얼이랑 많이 달라진다 맨얼  “ ? . (

굴일 때는 못생겼다 자기 콤플렉스) . ?” …… 사례 ( B)

그저 그래요 화장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좀 제  “ . ? 

가 아이라인을 못 그려서 맨얼굴을 봤을 때 누구세. ( ) 

요 아니 그냥 어 못생겼다 누구세요 이러죠 아 못. , . , 

생겼다 빨갛고 뭐가 많이 나고 막 입술도 색깔도 없. 

으면 입술 색깔이 아예 자체가 없어요 그. …… …… 

걸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겠죠 저요 못생겨. ? 

져 못생긴데 그냥 그러나 화장을 하면 그냥 좀 그게 ( ) 

일반이 돼요.” 사례 ( C)

처음에 발랐을 때는 막 오 신기해 이런 느낌이 들  “ ! 

었어요 왜냐면 제가 딱 발랐는데 이게 입술만 바뀌는 . 

게 아니라 약간 화사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게 있, 

잖아요.” 사례 ( D)

피부가 원래 어두웠는데 약간 밝으니 기분이 좋은   “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싶으면서도 매. 

일 매일 하니까.” 사례 ( E)

근데 딱히 화장하기 전이랑 화장 후랑 다 비슷한   “

거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하는데 비슷해요 그. . …… 

래도 전보다 좀 더 화사해 보이고.” 사례 ( F)

예쁘죠 뭔가 저한테 더 빛이 나게 한달까 그리고   “ . ? 

재밌잖아요 화장을 하면 입술 색깔 그리고 얼굴 톤. ( ) ? 

이 살짝 더 밝아진다?” 사례 ( H)

화장 하고 나서 좀 괜찮은  “ .” …… 사례 ( I)

그냥 좀 초췌해지다가 생기가 생기니까 원판   “ . …… 

불변의 법칙 아우 변한 게 없어요 살짝 주름 . , . . ……

조금 없어지고 그래도 쳐진 건 보이세요. ?” …… 사례 (

J)

잘 안 가려져서 짜증나요 자국이 언제쯤 없어질  “ . 

지 그것만 없어지면 안 해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 . ……

보단 좀 많은 게 줄어든 것 같아요 화장 후가 낫.” “( ) 

죠 맨얼굴을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 물에 닿아도 . ( ) ? 

안 지워지는 그런 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에 . 

닿아도 이렇게 안 지워지는 .” …… 사례 ( K)

맨얼굴일 때 시체같다 입술 입술색이 너무   “( ) . …… 

없으니까.” 사례 ( L)

맨얼굴일 때 죽은 사람 같다 다크 서클도 제가   “( ) . 

진짜 심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내려오고 해서 진짜 죽

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입이 너. 

무 이렇게 진짜로 어두우니까 제가 화장하면 죽은 . ( ) 

사람이 산사람 된 거 같은데 그냥 멀쩡한 사람 . ……

됐다 다크 서클도 심하고 하니까. .” …… 사례 ( M)

화장�방법3.�

화장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초 화장 후 미백 효과가 

있는 선크림이나 선쿠션으로 피부를 보정하였다 선크림의 . 

경우 본래의 용도인 자외선 차단 외에 피부를  하얗게 표현

하려는 목적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술화장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은 틴트를 사용하였다  . 

년도에 수행된 의 연구결과에서 2012 Barng and Kim(2016)

입술 화장품 중 립글로스 의 사용 비율이 틴트의 (lip gloss)

두 배 정도로 립글로스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틴트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많아 몇 년 사이 초등학생

들 사이의 유행과 선호도가 립틴트쪽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

다 립스틱으로 입술 화장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학. , 

생들에게 립스틱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있고 립스틱이 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일부는 눈썹 아이섀도와 아이라이너 등 추. , 

가적인 색조화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초등학생의 화장이 

피부 보정과 입술 화장에서 나아가 화장하는 부위가 확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라베이스랑 섀도 끝 아 눈썹 안 해요  “ , (CC). . . , .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피부랑 틴트랑 눈썹까…… 

지 했어요 선크림은 화장품처럼 불리는 완전 . ( ) …… 

백탁이 심한 거 있잖아요.” 사례 ( A)

틴트로 시작했어요 점점 피부하고 저는 처음  “ . . …… 

에는 음 를 발랐어요 그리고 계속 바르고 그, BB . BB 

렇게 갈아타다가 팩트하고 눈화장이랑 눈썹도. ( ) ……

네 해요, .” 사례 ( B)

아이라인까지만 하고 눈썹도 하고 근데 마스카라  “ , . 

는 안 해요 선크림도 선크림 여름 때 바르고 베이스 . . . 

바르고 홍조가 심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옛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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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틴트 같은 것도 잘 안 발랐는데 여기 오고 난 뒤

로부터 발랐어요.” 사례 ( C)

친구 가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줬던   “ ( )○○

게 틴트였어요 입술도 틴트보다는 틴트 밤을 선. …… 

호하기도 때문에 색깔이 좀 없고 바르기가 틴트 …… 

밤이 더 쉬운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틴트들. 

은 다 막 빨리 착색되고 이게 요즘에는 다 그렇잖아, 

요 그게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입술에 착색 되는 . . 

게 그래서 저는 틴트 밤을 제일 자주 쓰는 거 같고. , 

틴트 밤은 거의 매일 쓰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얼굴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다는 그런 제품들은 잘은 안 쓰

는 거 같아요.” 사례 ( D)

그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선파우더라고 파우더랑 선  “

크림 그거 발랐는데 그 선크림처럼 끈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됐는데 계속 이거 . 

발라도 뭔가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

면서도 계속 속마음으로 괜찮아 이거 선크림이니까. 

물틴트는 그냥 뭔가 입술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 …… 

보이니까 뭔가 좋았어요.” 사례 ( F)

평소에요 틴트까지만 입술 색이 많이 없어  “ ? . …… 

서 .” …… 사례 ( G)

맨 처음에는 틴트랑 선쿠션으로 하고 선쿠션  “ …… 

은 좀 시원한 느낌이었고 틴트는 뭔가가 입술이 건조

해지는 느낌 이제 여름이면 피부가 타잖아요. ? …… 

그때 선크림을 매번 바를 수 없으니까 거의 선쿠션 , 

바르니까 선쿠션을 샀고 바르다보니까 틴트도 바르게 

됐고 너무 그것만 바르면 얼굴 하얗게 백혈병 걸린 환

자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요 틴트가 립. , . 

스틱은 뭔가 크레파스 들고 칠하는 느낌?” 사례 ( I)

틴트 아니면 색 있는 립밤  “ ?” 사례 ( L)

컨실러하고 선쿠션 톤업 선쿠션이랑 그 정도 립  “ , ? 

밤은 발라요.” 사례 ( M)

화장을�하는�때와�장소 상황�4.� ,�

초등학생들은 가정 학교 학원에서 화장하는 방법을 달리 , ,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급 친구들이나 교사의 시선을 신경 쓰. 

는 경향이 있었다 학원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보다 자유. 

롭게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하였으나 일부는 학원에서

도 친구들과 학원 강사를 의식하였다 가정에서는 편안하게 . 

화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소와 . 

상관없이 항상 화장을 하는 학생과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외

출할 때만 화장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 

기준으로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

고 그에 따라 화장을 하였다.

근데 학교 갈 때나 주말에도 근데 시내 갈   “ …… 

때 제가 그 때 가면 항상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 

많이 찍는 것도 있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화장품 , 

사거나 하려면 어려보이면 안 팔아서 아니 초등학생, 

은 못 산다고 화장 안 하면 일단 눈이 작아지고 입술. 

이 축소되고 코는 확장되고 그랬는데 화장을 하고 사

진을 찍어야 사진 필터로 더 보정해 주는 느낌이에

요.” 사례 ( A)

그냥 자는 순간 모든 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가 화  “ , 

장하고 있을 화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 

매일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냥 화장이 일. , …… 

상화돼서 안 하면 허전. ( ) .” 사례 ( B)

하고 싶을 때 마다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 않  “ . …… 

는 이상은 하지 않아요 친구 만나러 갈 때는 화장을 .  

다 하고 아니면 가족 놀러갈 때는 입술만 바르고. 

친구를 만날 때는 그 애도 하니까 저도 하고 ( ) …… 

싶어요 그 애도 화장을 하죠 걔보다 예뻐 보이고 싶. . 

어요.” 사례 ( C) 

주말이나 화요일 목요일 다음날 있잖아요 화요일  “ , . , 

목요일 학원 너무 늦게 끝나서 늦게 일어나서 못할 때

가 많아서 그냥 월수금만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도 . 

집에 있고 어차피 학원 친구들 만나는데 굳이 귀찮

아 .” …… 사례 ( E)

저는 맨날 다 해요 집에 있을 때는 안 하는데  “ . 

.” …… 사례 ( G)

저는 학원 같은 곳 갈 때는 쿠션 하고 틴트 하고  “ , , 

가끔씩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요 애들이 . . …… 

뭐 너 오늘 화장하고 왔냐 그런 식으로 계속 귀찮, ‘ ?’ 

게 하니까요 학원에서는 다 하니까 웬만한 애들은. ( ) , .” 

사례 ( H)

근데 이게 애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래  “ . 

서 뭔가 하면 애들이 이제 너 화장했냐 이렇게 물어? 

보고 그러면 애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학교는 잘 안하고 그래서 애들이랑 밖에서, ( ) 

만날 때 학원에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 . 

근데 이제 그냥 선쿠션이랑 간단히 틴트만 딱 바르고 

갔는데 쌤 선생님 이 갑자기 너 화장했냐 라고 물어( ) ‘ ?’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어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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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의 언니도 풀메 풀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데 너도 ( )

너무 진하게 하면 안 좋다고 그래서 화장이 그렇……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주위 ‘ ’ . 

시선이 좀 신경이 쓰였던 거 같아요.” 사례 ( I)

화장을�학습하는�경로5.�

초등학생들은 화장하는 방법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튜브 영상의 . 

등장인물이 화장으로 변화되는 모습에 그냥 신기하는 정도

로 그치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화장품 종류를 알게 , 

되거나 화장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냐 유튜브 근데 유  “ ? . 

튜브에 나온 걸 그대로 따라할 순 없고 그냥 비슷하, 

게.” 사례 ( B)

저는 유튜브 되게 자주 봐요 그니까 제가 하는 것   “ . 

보다 보는 거에서 대리만족감을 너무 심하게 느껴요. 

재미있다기 보다는 만족감 아니 얼굴이 뭔가 변하는 ? 

과정이 신기하기도 하고.” 사례 ( D)

저는 처음에 유튜브 그냥 아무거나 막 뒤져보다가   “ . 

그런 게 나와 가지고 봤는데 그 때부터 컨실러라는 것

도 알게 됐어요 컨실러랑 파우더는 제가 찾았어요. .” 

사례 ( K)

어머니 언니와 같은 여성 가족구성원이나 주변 친구 언  , , 

니들로부터 화장 방법을 배운 학생이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 

아직 어린 초등학생의 화장을 막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어머니로부터 직접 화장을 배운 사례도 여러 건 있었

다. 

처음엔 얘가 먼저 화장 해주다가 제가 좀 조금씩   “

하면서 아예 제가 해요 이제 언니도 몇 번씩 , . …… 

해 주고 그냥 너는 이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이래서 . 

언니랑 같이 화장품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사례 ( B)

저는 엄마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네가 만약에 학  “ . 

교를 간다 그러면 최대한 연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만. 

약에 입술에다가 무슨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러면 그라

데이션이나 풀 립이나 이런 거를 그냥 다 알려 주셨어

요 종류 같은 거나 이런 걸. .” 사례 ( D)

저희 엄마가 저한테도 이제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  “

고 너의 피부는 어떤 톤이니까 이런 걸 더 쓰는 게 좋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례 ( E)

엄마가 알려줬어요 근데 아이라이너는 아무  “ . …… 

리 그려도 못 그리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리는지 . …… 

말은 해줬는데 아는 언니가요 화장품 앱 같은데서 . .” “

막 그런 거 올리잖아요 뷰티 크리에이터가 그거를 찍. 

어가지고.” 사례 ( H)

제가 몰랐을 때 기초화장할 때 그 틴트 그 물 워  “ , , 

터틴트 샀었는데 이제 언니가 초보자들은 워터틴트 보

다는 막 이렇게 바르는 좀 물감처럼 그러는 틴트가 더 

낫다고 해서 저한테 하나를 줬어요 맨 처음에 . …… 

워터틴트 샀다가 지금은 언니가 말해준거 사다가 언, 

니가 또 생일선물로 틴트를 줬어요 그것도 괜찮아서 . 

언니한테 좀 물어봤는데 아직은 그냥 틴트라서 쿠션만 

해도 굳이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된다고.” 사례 ( I)

저는 친구들 하는 것도 보고 그냥 계속 보고 있어  “ , 

요 애들 그 화장품 가게에 가거나 가가지고도 몇 번 . 

하고 샘플로 입에 바르더라고요 눈에도 막 이러면. 

서 섀도는 그냥 엄마 하는 거 보고 어설프게 엄. . , ……

마 하는 거 되게 유심히 봐요.” 사례 ( L) 

저는 아는 언니한테 알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 알  “ . 

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중학교 들어가고 화장을 

했는데 그 언니가 저희 엄마도 인정할 정도로 잘하거

든요 언니가 계속 해 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엄마. . . 

는 그냥 해주기만 했지 뭐가 이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안 알려줬어요.” 사례 ( M)

화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학생들의 화  . 

장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화장품을 선물하는 등 화장을 

지지하는 유형과 화장을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

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는 소극적 유형도 있었으며 부모님, 

이 화장을 반대하거나 금지하여 학생이 집에서는 화장하지 

않고 학교 학원 등 외부에서 몰래 화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 중 소극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집에서 화장 못하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지   “( ) . . 

말래요 아 언니가 모르겠어요 그냥 네 나이에 . , . ‘…… 

무슨 화장이냐 했는데 엄마가 언니 화장대를 학년 ’ 5

때 사줬거든요 근데 나보고 하지 말래 진짜 언니가 . . (

그랬니 아빠가?) .” 사례 ( A)

그때는 친척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

조금만 해요 어른들 많이 있는 자리인데 뭔가 . …… 

좀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분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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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사례 ( H)

피부는 걸려가지고 학원에서도 걸리고 집에서도   “ . 

티가 난대요 엄마가 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린대. …… 

요 틴트는 닦으면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 사례 ( L)

화장품�구매�패턴6.�

화장품 구매 패턴은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스킨 로션 크림 등의 기초화장품은 부모님이 구입해. , ,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틴트나 립밤은 부모. 

님이 구입해주시거나 본인이 직접 사는 경우로 나눌 수 있

었다 립 제품을 구매할 때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시험 사. 

용하여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구입하는 적극적인 구매 경

향을 보였다 용돈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인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화장품 구입 시 저가 고가를 모, , 

두 구매하는 양면적 구매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고 가성비를 , 

고려하기도 하였다.  

저는 그냥 비싼 거 안 비싼 거 다 맨날 아까  “ , …… 

워가지고 세일 할 때만 진짜 싼 거 사고.” 사례 ( A)

저희 언니랑 저랑 시내를 자주 가거든요 둘이서만   “ .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필요할 때 저

희 보고 사오라 해요 그럼 그 때 틴트여도 이제 연, . 

한 게 이제 밀키 제품이나 이런 거는 연하긴 한데 대

신에 양이 적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가성비가 떨. …… 

어지기도 하고.”  사례 ( D)

저도 용돈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  “ , 

고 근데 가끔은 제가 사긴 해요 가끔은. , .” …… 사례 (

G) 

돈이 없어서 더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요  “ . …… 

올리브영이나 그런데 가서 용돈은 일주일에 오. ( ) …… 

천원씩 받아요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건 너무 비싸고. . 

언니가 전에 어떤 비싼 거 만 오천원 짜린가 그런 거 , 

샀는데 팩트를 사서 그거를 얼굴에 발랐는데 그때부, 

터 얼굴에 트러블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비. …… 

싼 화장품인데 왜 트러블나지 언니가 그때 저한? …… 

테 그 화장품 자랑 했었어요 그래서 부럽다 라고 했. ‘ ’

는데 언니 얼굴에 트러블이 나니까 언니도 병원 갔었

어요 너무 심해 갖고 그래서 화장품을 바꿨어요 그, . . 

래서 그 뒤로 안 나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을 사야 되는 거 .” …… 사례 ( I)

화장품 구입 장소는 올리브영 등의 드럭 스토어  (drug 

를 이용하거나 중저가 브랜드의 로드 샵 을 store) (road shop)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화장품은 거의 사용하. 

지 않았으며 저가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파는 저렴한 화장품, 

은 피부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대 대의 연령층 중 대가 로드 샵 드럭 . 20 ~50 20 , 

스토어 인터넷 쇼핑과 같은 화장품 유통 채널에 대한 인식, 

이 좋으며 구매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 Hwang and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포Shin(2016) . , 

함하는 대 대의 젊은 연령층은 화장품 유통채널 중 주10 ~20

로 로드 샵과 드럭 스토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써요 더샘 솔직히 다 제일 좋아하는 건   “ . . …… 

에뛰드 그 브러쉬 같은 거는 꺼 왜 이런. OOO , …… 

지는 모르겠지만 꺼 신뢰 안가 브러쉬는 OOO . OOO 

있는데 막 화장품 같은 거는 신뢰가 안 가는데.” 사(

례 B) 

페리페라랑 더페이스샵이랑 미샤랑 토니모리랑  “ …… 

에뛰드까지 구입 기준은 저한테 어울리는거요.” “( ?) . 

직접 해봐 네 손에다( ?) , .” 사례  ( H)

꺼는 오백원 천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OOO , 

좀 얼굴에 트러블 같은 게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사례 ( I)

결론�및�제언.�Ⅴ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색조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화장 , 

방법 및 화장 방법의 학습 경로 화장품 구매 패턴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색조화장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 

고학년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면담

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은 친구와 언니 어머니 등 가족의 영향  , , 

으로 인해 색조화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색조화장을 시. 

작한 친구가 화장을 권하거나 화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 

며 자연스럽게 화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족의 영향으로 화장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언니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타인에  , 

게 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 전 . 

자신의 맨얼굴에 자신이 없어 맨얼굴로 외출하기를 꺼려하

고 맨얼굴을 못생겼다고 생각하여 화장을 하는 여학생이 많

았다 초등학생들은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을 아름답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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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미백 기능이 있는 선크림 선쿠션 등  , , 

으로 피부 표현을 하였고 입술에는 틴트를 사용하였다 일, . 

부 학생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컨실러를 사용한

다고 답했으며 아이섀도와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등을 사, , 

용하여 눈 화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립스틱을 사용하는 . 

학생은 없었는데 이는 립스틱의 가격이 틴트에 비해 비싸고 , 

학생들 사이에 립스틱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초등학생들은 가정에서는 맨얼굴로 편하게 생활하였  , 

으나 학교나 학원 또는 친구들과 외출할 때는 화장하는 것, 

을 선호하였다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화장하는 것에 대해 어. 

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화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 

도는 다양했는데 학생들의 화장 행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 

거나 지지하는 유형과 화장을 금지하는 유형 그리고 학생의 , 

화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는 

유형이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유튜브 동영상이나 친구 가. , 

족을 통하여 화장하는 방법을 배웠다.  

다섯째 초등학생들은 구입하려는 화장품 종류에 따라 다  , 

른 구매 패턴을 보였다 스킨 로션 크림 등의 기초화장품. , , 

은 부모님이 구입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반면 틴트류는 본인, 

이 직접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초화장품에 비해 . 

틴트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접적으로 색깔이 

얼굴에 표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색을 사

고 싶어 하는 데 기인하였다 학생들은 가격이 비싼 백화점 . 

보다는 드럭 스토어와 로드 샵을 이용하였다 저가생활용품 .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피부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수의 초등 고학년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화장을 통하여 이, 

를 극복하고 아름다워지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 

학생들이 외모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긍정적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높

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저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화장품 브랜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

화하고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성분을 표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분석한 연구로 학군과 지역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화장에 대

한 생각과 색조화장을 하는 비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

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 

탐색적인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초, 

등학생의 화장에 관련된 여러 변수를 양적 연구를 통해 고

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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