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020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

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개인간격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공표했다[1]. 국내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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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성인 여성 3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의 상관관

계, 여기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만족

도에 유의한 변수는 립메이크업(p<.001)이었고 코로나19 이후 유의한 변수는 아이브로우메이크업(p<.002)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에 작용하는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발

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는 코로나19 이전(p<.000)과 이후(p<.000) 모두 유의했다.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 

차이는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가 이전보다 낮은 것(p<.000)으로 나타나, 메이크업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메이크업 정도가 만족도에 유의하지만 실제 행동은 마스크 착용 이후 메이크업 정도가 줄었다. 이상의 내용이 미용·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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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30 Korean adult women wer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makeup and makeup 

satisfaction before/after wearing masks due to COVID-19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andatory/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The study found that lip makeup(p<.001) was significant variable in 

makeup satisfaction before COVID-19, and eyebrow makeup(0<.002) was significant after COVID-19. Although 

moderating effect of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which works between degree of makeup before/after 

COVID-19 and makeup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 but moderating effect of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appeared to be significant before(p<.000) and after(p<.000) COVID-19. And the degree of makeup after 

COVID-19 was lower than before(p<.000). If one believe that makeup is for one’s own satisfaction, degree of 

makeup can be significant effect on the makeup satisfaction, but actual behavior has shown that degree of 

makeup has decreased since wearing masks because of COVID-19. I hope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marketing material for beauty and cosmetic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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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착용이 일반화되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는 대중

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필수적

으로 착용하게 되어[2-5] 한 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만

큼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6-8].

기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퍼져 회사 내에

서도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기 때문에 노 메이크업으로 

회사에 다닌다.”는 사례[9]와 “화장 안 해서 행복합니

다.”라며 노 메이크업을 반기는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10]. 김민경[11]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 행동, 

환경 변화는 외모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이크업

의 목적이 자기만족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에 해당되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도 메이크업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

야 하는 현재의 상황도 메이크업 만족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라는 

2020년의 특별한 상황과 메이크업이 연관된 연구는 아

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

을 통해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마

스크 착용과 메이크업 만족도의 상관관계, 여기에 개개

인이 갖고 있는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

절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가 추후 뷰티업계와 화장

품업계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란 화장을 의미하며 영어 동사 make와 부사 

up의 합성어로 “보완하다”라는 의미이다. 꾸미는 행위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현상을 뜻하며 얼굴 또는 신체의 단점

을 보완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매만

지는 것을 의미한다[12]. 메이크업에는 피부 톤 등 전체적

인 상태를 보완하고 잡티를 커버하는 등의 베이스메이크업

과 특정 부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포인트메이크업이 있다.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은 파운데이션의 밀착력, 지속

력, 발림성을 높여주는 메이크업베이스, 피부의 색조를 

조정하며 잡티 등을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국소부위를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컨실러, 파우더와 컨실러를 고정해

주는 페이셜 파우더, 얼굴의 음영감을 강조해주는 컨투

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인트메이크업 제품은 눈썹의 

형태와 농도를 조절하는 아이브로우, 색상과 질감을 이

용하여 눈에 입체감을 연출하는 아이섀도우, 눈의 윤곽

을 확실하게 하거나 형태를 조정하는 아이라인, 속눈썹

의 길이와 볼륨감을 높여주는 마스카라, 컬러와 질감을 

이용하여 광대뼈 주변에 입체감을 주는 블러셔, 입술에 

색채와 광채를 주며 입술을 보호하는 립제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13].

2.2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

Fenigstein et al[14]은 자기의식이론(self-consciousness 

theory)을 토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와 외부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과 사적자기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으로 구

분했다. 공적자기의식이란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되는 사

회적 존재로서의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이다. 공

적자기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태도는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로, 자신의 메이크업에 대한 타

인의 평가를 중요시하여 메이크업의 목표가 타인 및 사

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태도

이다.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끊

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

해 항상 의식적이고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를 중요시 하

며 특히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중점을 두

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외모관

리에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15]. 사적자기의식은 개

인적인 신념, 가치, 감정과 같은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

는 성향으로, 사적자기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태도는 메

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이다. 타인을 의

식하지 않고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메이크업의 목

표가 건강 및 신체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태도이다[16].

송은영[17]은 제주지역 20-40대 직장여성을 대상으

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메이크업 성향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메이크업의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상대방

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가 27.3%로 가장 많았고 

‘자기만족을 위해’는 18.8%로 두 번째였으나, 영업직 및 

기타 직업군의 여성의 경우 자기만족이 가장 많았다. 그

러나 생각과 행동의 일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에 연구의 미진함이 있다.

김해선[16]의 연구를 위한 설문내용 중 외모관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인 “귀하께서 시술/수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만족을 위

해’가 61.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 외모

관리의 목적은 간접적인 언급이었던 만큼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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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실제 행동의 일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희진[18]은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연출에

서 자기 이미지 인식과 추구하는 기대 이미지를 알아보

았다. 자기만족을 위해 메이크업을 한다는 답변이 

21.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만족을 위

해 메이크업을 하는 경향이 짙었다. 검증되지 않은 연구

도구가 이용되어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질문과 실제 행동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의 목적에 대한 질문과 마스크 착용 

전/후 메이크업 정도 차이 비교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메이크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일치여부도 알아보았다.

2.3 메이크업 만족도

메이크업 만족도란 메이크업 후 얼굴 및 생김새 등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또는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

[19-21]. 메이크업 만족도를 포함하는 의미인 외모만족

도가 높을수록 삶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

짐을 갖게 되어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며 자신감도 높아지고, 반대로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위축되어 대인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22] 외모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 할 수 있

는 행복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23].

송은영[17]은 제주지역의 20-40대 직장여성을 대상으

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메이크업 성향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하루가 즐겁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메이크

업의 자아 심리적 효과와 자신감이 생기며 행동이 부드러

워진다고 인식한 메이크업의 사회 심리적 효과를 밝혔다.

연경희[24]는 중년직업여성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후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행 메이크업 적용 

정도를 연구했다. 직업, 결혼여부별 메이크업 후 만족도

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만족도만 알아봤기 때문에 단조

로운 결과가 도출되어 연구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

전미자[25]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실

태, 메이크업 만족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했고 이명희[26]는 여중고생 750명을 대상

으로 베이스메이크업 선호도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해 연구하여 메이크업

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에 해당하는 심리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은숙[27]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배은희[28]는 중학생

을 대상으로, 박경혜[29]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이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이

라는 현재의 특별한 상황과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

적 태도를 고려하여 메이크업 만족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기간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성인 여성 330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유

효사례 330부(100%)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정보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됨을 명시하였고 연

구대상자의 동의하에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요인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를 독

립변수로, 메이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에 작

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자발적 목표지향적 태

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는 김해선[16], 고선

형[30], LM Schaefer et al[31], 배은희[28], 이명희[26]

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이크업 만족도는 김해선[16], 박

경혜[29], 송은영[1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이크업 정

도는 김수영과 리순화[32]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하였다.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 10문항, 메이

크업 만족도 5문항,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 

2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단순선택형 4문항을 포함한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자료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이용

하여 측정항목들을 선별하고 정교화 과정을 거쳐 신뢰

성(.782)과 타당성(.818)을 높였다. 각 변수에 속하는 문

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자발적 목

표지향적 태도, 메이크업 만족도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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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1개 문항은 

제외했다. KMO검정 값이 0.818(>.5) 이상으로 나타나 요

인분석에 적합한 상관관계항렬을 갖고 있으며 Bartlett 검

정 결과 0.000(<.001)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다.

Table 1. Factor analysis

Category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

Makeup 

satisfaction

I’m satisfied with my face features after makeup. .866

3.870 22.918

After makeup, my face looks as pretty as I want. .830

I’m satisfied with my face shape after makeup. .767

I’m satisfied with my skin after makeup. .766

I get confidence in my appearance after makeup. .690

Mandatory 

goal-oriente

d attitude 

toward 

makeup

When my makeup isn't done well, I care how I look to others. .808

2.717 19.612

Before standing in front of others, I check my makeup. .753

I hope my makeup looks pretty to others. .694

I put on makeup when I go out to meet people. .680

The reason of makeup is to get along with people. .587

Voluntary 

goal-oriente

d attitude 

toward 

makeup

I put on makeup is to express my own style. .804

1.672 16.464
I put on my favorite makeup regardless of the opinion of other people .793

I put on makeup that highlights my strength point rather than trend. .650

I put on makeup for self-satisfaction. .640

Total 58.993

3.3 자료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프로그램 18.0을 이용했다.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변수가 도

출되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를 독

립변수로, 메이크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를 조절변수로 설

정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다. 조절회귀

분석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계

기법으로 간주되나 조절변수가 여러 개의 독립변수에 

작용하는 공통조절효과(joint moderating effect) 검

증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에 따른 설

명력(R2)의 증가분으로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사용하였

다[33]. 또한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하

여 코로나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를 분석하여 통계적

인 유의성을 검증했다.

4. 연구결과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0대 

24.2%, 30대 26.4%, 40대 23.9%, 50대 25.5%로 고르

게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66.1%, 가정주

부 17.9%, 기타 7%, 학생 4.8% 순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

20-29 80 24.2

30-39 87 26.4

40-49 79 23.9

50-59 84 25.5

Occupation

Student 16 4.8

Worker 218 66.1

Inoccupation 14 4.2

Housewife 59 17.9

Other 23 7.0

Total 330 100

4.2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 메이크업 만족도 

간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 효과

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

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

도의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1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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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중 립메이크업이 베타값 .546, 유의확률 .001

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만족도에 립메이크

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5) 1단계와 마찬가지로 립메

이크업이 베타값 .518, 유의확률 .005로 유의했으나 메이

크업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베타값 .024, 유

의확률 .673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여성은 포인트메이크업 중 아이메이크업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했던 선행연구[12,34]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between makeup level of before 

COVID-19 and makeup satisfaction

Phase Independent variable
Makeup satisfaction

β t p R2 F

The 1st

Base makeup -.016 -.241 .810

.028 10.470

Eye makeup .097 1.489 .137

Eyelash makeup .035 .573 .567

Eyebrow makeup .102 1.583 .114

Lip makeup .546 3.236 .001***

Cheek makeup .099 1.575 .116

The 2nd

Base makeup -.027 -.389 .698

.026 5.311

Eye makeup .097 1.426 .155

Eyelash makeup .032 .510 .610

Eyebrow makeup .102 1.583 .114

Lip makeup .518 2.859 .005**

Cheek makeup .098 1.551 .122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024 .423 .673

** p<.01, *** p<.001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

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2) 독립

변수 중 아이브로우메이크업이 베타값 .393, 유의확률 

.002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만족도에 아이브

로우메이크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2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5) 아이브로우메이크

업이 베타값 .369, 유의확률 .004로 유의했으나 메이크업

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베타값 .053, 유의확

률 .336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

나19 이전 메이크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립메이

크업의 경우 마스크 착용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

에 중요도가 아이브로우메이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생

각된다. 여성들이 차도르를 착용하는 중동 문화권의 경우 

드러나는 곳이 눈밖에 없기 때문에 강렬한 아이메이크업

을 즐기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35].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between makeup level of after 

COVID-19 and makeup satisfactions

Phase Independent variable
Makeup satisfaction

β t p R2 F

The 1st

Base makeup .023 .375 .708

.030 10.040

Eye makeup .058 .885 .377

Eyelash makeup -.006 -.099 .921

Eyebrow makeup .393 3.169 .002**

Lip makeup .038 .650 .516

Cheek makeup .040 .691 .490

The 2nd

Base makeup .008 .127 .899

.032 5.482

Eye makeup .042 .611 .542

Eyelash makeup -.019 -.288 .773

Eyebrow makeup .369 2.918 .004**

Lip makeup .028 .474 .636

Cheek makeup .037 .643 .521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053 .963 .336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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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

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

도의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1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1) 

독립변수 중 립메이크업이 베타값 .546, 유의확률 .001

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전체적인 메이크업 만족도에 

립메이크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2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1) 1단계와 마찬가

지로 립메이크업이 베타값 .391, 유의확률 .021로 유의

했고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베타

값 .310, 유의확률 .000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경우 1

단계의 3.1%에 비해 2단계에 7.9%로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에 작

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

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만족도에 립메이크업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만족도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크

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외모관리행동에 

효과가 있었으며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만족도에 효과가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6,37].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between makeup level of before 

COVID-19 and makeup satisfaction

Phase Independent variable
Makeup satisfaction

β t p R2 F

The 1st

base makeup -.016 0.241 .810

.031 10.470

eye makeup .097 1.489 .137

eyelash makeup .035 .573 .567

eyebrow makeup .102 1.583 .114

lip makeup .546 3.236 .001***

cheek makeup .099 1.575 .116

The 2nd

base makeup -.062 -.963 .336

.079 14.028

eye makeup .036 .547 .585

eyelash makeup .003 .048 .962

eyebrow makeup .053 .826 .409

lip makeup .391 2.315 .021*

cheek makeup .077 1.253 .0211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310 4.132 .000***

*** p<.001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

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

의 조절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2) 독립

변수 중 아이브로우메이크업이 베타값 .393, 유의확률 

.002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만족도에 아이브

로우메이크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2단계 모형은 유의했으며(p<.000) 아이브로우메이크

업이 베타값 .258, 유의확률 .041로 유의했고 메이크업

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베타값 .308, 유의확

률 .000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의 경우 1단계의 3.0%에 

비해 2단계에 7.6%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

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뷰티 인플루언서들 역

시 코로나19 이전 립메이크업에서 코로나19 이후 눈 부

분의 메이크업으로 관심이 옮겨졌으며, 해당 상품들의 판

매가 늘어났다는 기사내용과도 일치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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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rating effect of volunta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between makeup level of after 

COVID-19 and makeup satisfaction

Phase Independent variable
Makeup satisfaction

β t p R2 F

The 1st

base makeup .023 .375 .708

.030 10.040

eye makeup .058 .885 .377

eyelash makeup -.006 -.099 .921

eyebrow makeup .393 3.169 .002**

lip makeup .038 .650 .516

cheek makeup .040 .691 .490

The 2nd

base makeup .011 .186 .853

.076 13.417

eye makeup .028 .426 .670

eyelash makeup -.011 -.169 .866

eyebrow makeup .258 2.053 .041*

lip makeup .056 .981 .327

cheek makeup .060 1.060 .290

mandatory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makeup
.308 4.040 .000***

* p<.05, ** p<.01, *** p<.001

4.3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 차이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 차이를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베이스메

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아이래쉬메이크업, 아이브로우메

이크업, 립메이크업, 치크메이크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가 코로나19 이

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를 착용한 후의 메이크업 정도가 낮아진 것은 외모관리

의 목적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만족이라는 선행연구

[16,18,25,26]와는 상반되었으며, 종합하면 스스로의 만

족을 위해 메이크업을 한다고 믿는다면 메이크업 정도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행동은 마스크 

착용 이후 메이크업 정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The difference of makeup level before/after COVID-19

Category Mean SD t p

Base makeup
before COVID-19 3.3697 .94675

14.421 .000***
after COVID-19 2.5030 1.14124

Eye makeup
before COVID-19 2.8909 1.29069

11.367 .000***
after COVID-19 2.2667 1.30295

Eyelash makeup
before COVID-19 2.4152 1.40139

9.614 .000***
after COVID-19 1.8818 1.23327

Eyebrow makeup
before COVID-19 3.1788 1.32598

10.558 .000***
after COVID-19 2.5848 1.35284

Lip makeup
before COVID-19 3.6061 .993581

22.549 .000***
after COVID-19 2.1091 1.08327

Cheek makeup
before COVID-19 2.4758 1.41883

14.011 .000***
after COVID-19 1.5121 .88974

***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여성 3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

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2020년 현재의 상황

과 메이크업 정도, 메이크업 만족도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

족도 사이에 작용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목표지향적 태

도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이후 메

이크업 정도와 메이크업 만족도 사이에 작용하는 메이

크업에 대한 의무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메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했다. 코로나19 이

전 메이크업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은 

립메이크업,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은 아이브로우메이크업이었으며, 메

이크업에 대한 자발적 목표지향적 태도는 코로나19 이전

/이후 모두 메이크업 만족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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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이후 메이크업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봤

는데 베이스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아이래쉬(속눈썹)메

이크업, 아이브로우(눈썹)메이크업, 립메이크업, 치크메이

크업 모두 코로나19 이후 메이크업 정도가 코로나19 이전 

메이크업 정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스로의 만

족을 위해 메이크업을 한다고 믿는다면 메이크업 정도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행동은 마스크 착

용 이후 메이크업 정도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심리적 요인, 행동, 환경 변화에 따라 외모만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김민경[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몇 가지 원인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인해 메이크업 정도가 줄었을 수 있다. 여러 기사에서 

마스크로 인한 피부트러블 사례와 피부 관리방법이 소

개되었음을[39-41] 미뤄봤을 때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

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마

스크 부족 또는 비용 문제로 인한 마스크 재사용을 위

해 메이크업 정도가 줄었을 수 있다. 단시간 사용한 마

스크의 경우 소독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데[42,43], 마

스크의 오염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메이크업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셋째, 자크 라캉(Jaques Lacan)의 욕망

이론(desire theory)1)[44]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워

라벨”, “미움받을 용기”, “소확행”, “욜로(YOLO)”, “탕

진잼” 등으로 대표되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을, 타인

의 시선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풍조

[45-48]가 ‘타자의 욕망’으로 작용하여 자신을 위한 삶

의 태도라는 욕망이 ‘자신을 위한 메이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만족감은 ‘환상 작용‘이라 이내 ’편

안함‘이라는 또 다른 욕망에 의해 코로나19 이후 메이

크업 정도를 줄이는 행동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 예상되는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1) 자크 라캉에 의하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욕

망이 아닌 ‘타자의 욕망’이며, 주체는 욕망이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환상(fantasy) 작용’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낸다(자크 라캉, 1994). 

지그문드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이 일련의 과정을 딸기 케

이크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은 아이의 욕

망은 실제로 아이의 욕망이 아닌 어머니의 욕망이 들어있다. 아이

는 과거에 자신이 딸기 케이크를 먹었을 때 기뻐하던 어머니의 모

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딸기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며, 먹

고 싶던 딸기 케이크를 먹을 때는 욕망이 채워지는 듯하지만 이내 

다른 음식이나 놀이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된다[49].

이며, 본 연구가 뷰티업계와 화장품업계의 마케팅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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