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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apidly changed 21st century when the flow speed of information is so fast and the quantity of information 
is too much increasing, personal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 image-formation is highly evaluated. Nowadays 
personal appearance is very essential to competition and may be considered the non-linguistic expression of self- 
image. The beauty action of the youth is shown to follow the object which youth want to rely on or long for and 
it is affected by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elation 
between appearance and beauty action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juveniles concerning appearance 
and to make an inquiry into how they pursue beauty in the restrictive bound compared with the adults. As their 
restrictive beauty action, the practical reflection percentage of hair-style, management of face, hand and nail control 
will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is basic material of this survey was used for the development of 
beauty article, cosmetics and education program. With the findings of the beauty articles in which the growing 
generation have a deep interest, this study provided the basic materials to the customer analysis and also the 
reference materials to the beauty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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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뷰티행동의 형태는 시

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었고, 그 변화 속도는 빨
라지고 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뷰티분야도 세
분화, 전문화 되면서 개성화 되었다.

뷰티행동의 대상은 성별과 연령을 넘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뷰티행동의 대상자 연령이 많
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한국청
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발표자료(김순흥 외 2004)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5.3%)이 청소년이 
색조 화장을 해도 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청소
년의 뷰티행동에 대한 의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뷰티행동은 과거의 청소년의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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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티디자인: 인체에 대하여 헤어디자인, 메이크업디자인, 네일디자인, 스킨케어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미적․

기능적 창작행위․개선행위 및 표현행위를 말한다.
2) 뷰티디자인산업: 뷰티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벼운 퍼머넌트나 매직기기를 사용하는 머리 손질
은 일상적이며 메이크업과 매니큐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 화장’이나 
‘학생 화장’의 문구를 검색해 보면 요즘 청소년들
이 뷰티행동의 실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화장법
과 선호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들
만의 뷰티 인터넷 카페도 존재한다. 이렇듯 청소년
의 뷰티행동은 교실 안과 밖, 또래와의 소통을 통
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의 뷰티행
동이 비행이 아니라 청소년 집단의 소통을 위한 통
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의복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거나, 그 대상에 있어
서 뷰티행동에 제한이 없는 성인 여성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외모관리행동의 연구대상이 노인과 청소년 
등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역시 
연구의 방향이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이나 이미지
에 관한 것(한동조 2009; 김현정 2005)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뷰티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뷰티디자인1)산업2)

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남경필 외 2009) 인식
되고 있고 그 범주가 세분화․전문화 되어가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청소년 뷰티행동의 범위와 행동의 패턴
을 뷰티행동 전반을 자세하게 연구한 논문은 전무
한 상황이다. 그 연구범위가 뷰티행동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국한된 수준이었다. 뷰티분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뷰티행동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분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뷰티행동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여자 중학생과 여
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자 청소년의 뷰티 제품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뷰티 제품의 선호도, 구입비
용 및 구입 장소 등을 헤어, 메이크업, 네일의 세부 
뷰티행동에 대해 알아고자 한다. 또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 청소년은 당당한 뷰티디자
인산업의 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소
년에 대한 고객분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뷰
티상품 개발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인 뷰티산업이 성장
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자신의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Lennon, S. J. & Rudd, N. A. 1994). 
현대인들에게 뷰티관리는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뷰티관리행동은 자기관리의 핵
심이며 삶 자체의 질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현대인
들은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뷰티관리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유사해지기를 노력한다. 보다 나은 외모를 지향함
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논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
를 가꾸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에 과감한 투자를 시
도하고 있다(이시원 2003).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사용하는 단서로(황인정 1993) 대인관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사
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
이 있어서 외모에 대한 흥미가 높다(Ryan, M. S. 
1966).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로
서 정서적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급격한 외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
기의 정신적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이정탁 2006). 또한 신체의 급격한 발달과 그 
발달의 개인차로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성적인 성숙과 더불어 이성에 대한 행동이 세
련되어진다. 청소년의 경우 외모를 가꾸고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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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보호법에서 대상으로 분류하는 19세 미만을 의미함.

는 화장이나 차려입기 등을 통한 행동으로 매력적
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고애란 외 2000), 
청소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
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외
모나 행동에 관해 관심이 많아 외모로 집단의 인정
을 받으려 한다고 하였다(이은희 2003). 남녀 고등
학생의 경우, 자아 개념 변인 중 신체적 자아개념
이 높고, 가정적,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외모
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고생이 남고생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강혜원, 이선경 1991).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여자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

행동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다.
1)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2) 연령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3)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4) 용돈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5) 성적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를 조사한다.
6)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를 조

사한다.

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에서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조사 대상자로 하였으며, 설
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차에 걸쳐 이루
어졌는데, 1차 조사는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알아보
기 위한 예비조사였으며, 2차 조사는 본 연구를 위
한 설문조사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5일에서 5월 19일
에 걸쳐 중학교 1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설문조사는 2009년 6월 12일에서 6월 26일에 
걸쳐 총 1,000부를 배포하여 934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한 31부를 제외
한 총 903부를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분류3)

되는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 출생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및 대전에 거
주하는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
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광진구 소재의 중
학교에 200부를 배포하였고, 경기도 광주 소재의 
여자 중학교에 200부, 여자 고등학교에 400부를 배
포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장소는 담당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작성된 
즉시 회수하였다.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수의 조사원을 통하여 
특정학교 및 학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학교 1학
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
으로 총 20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구성은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

는 뷰티 제품 관련된 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제 2
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3부는 
뷰티행동 관련 문항으로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1) 뷰티 제품 사용 실태 조사 문항
조사 대상자의 외모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

항과 뷰티 제품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
항으로서 측정방법으로는 선다형 및 기술형을 사
용하였다. 뷰티 제품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외모관리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세부
부위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거
나 선호하는 뷰티 제품과 기기에 대한 질문, 뷰티 
제품의 구입 장소, 구입 가격대, 선호 브랜드에 대
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문항
번호 측정변인 문항수 측정방법
Ⅰ부 뷰티 제품 관련 16 선다형/기술형
Ⅱ부 인구통계학적 특성  8 선다형
Ⅲ부 뷰티행동 36 5단계 리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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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부모의 교육 정

도, 용돈 수준, 성적 수준, 이성친구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조사하고, 세부적으로는 학년별
로 6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둘째, 부모의 교육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고졸 이하,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셋
째, 한 달 용돈 수준은 2만 원 미만, 2～5만 원 미
만, 5～10만 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만 원 이
상으로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넷째, 성적 수
준은 등수별로 조사한 후 1～10등은 상위권, 11～
20등은 중상위권, 21～30등은 중하위권, 31～40등 
및 40등 초과는 하위권으로 재분류하였다. 다섯째, 
이성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 ‘단순한 친구는 
있다’, ‘없다’로 나누어 조사한 후 ‘단순한 친구는 
있다’라는 답변을 ‘있다’라는 답변으로 묶어 이성
친구가 ‘있다’와 ‘없다’로 재분류하였다.

3) 뷰티행동
뷰티행동의 측정도구는 외모관리 중 뷰티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뷰티행동과 관련된 안
현경(2006),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선행 연구, 그
리고 외모관리에 대한 한동조(2009), 황윤정(2007)
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집단과 토의하
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뷰티행동의 측정도구는 크게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헤어뷰티행동, 메이크업뷰티행동, 네일뷰
티행동으로 세부문항을 제작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과 토의 후 메이
크업뷰티행동 대신 얼굴뷰티행동이란 용어로, 네일 
폴리쉬나 네일 에나멜 대신 매니큐어란 용어를 사
용하여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뷰티행동과 관련된 문항으
로 설문지에서는 36개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
으며, 회수된 설문의 답변을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하위요인들로 헤어뷰
티행동, 얼굴뷰티행동, 네일뷰티행동의 3개 하위요
인을 선정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동일 하
위요인으로 재분류하였고, 동일 하위요인으로 분류
가 어려운 5개의 문항은 자료분석 자체에서 제외하

였다. 이에 따라 3개 하위요인에 31개 문항이 측정
도구로 선정되었다. 

뷰티행동요인과 관련된 요인분석의 결과 및 측
정도구의 신뢰도분석 결과는〈표 2〉와 같다. 
〈표 2〉의 뷰티행동요인 측정도구에 대한 하위요

인별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0.87에서 0.94 정도의 
수준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PC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이용한 통계
분석방법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축약 및 분석의 단순화를 도모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통요인분석
(Common Factor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회전방
식은 Varimax)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이용
한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뷰티 
제품 사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뷰티행동에 대한 답변을 내용분석하기 위
해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
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뷰티 제품 사용 실태 빈도분석

1) 헤어뷰티 제품 사용 실태 빈도분석
조사 대상자의 헤어뷰티 제품 사용 실태와 관련

된 답변내용을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첫째, 조사 대상자가 헤어관리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헤어스타일과 청결, 모발 
상태로 각각 32.6%, 24.0%, 21.3%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어제품은 모발 상태
를 관리해 주는 헤어에센스로 63.2%를 차지하였으
며, 스타일을 도와주는 왁스와 헤어스프레이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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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뷰티행동 측정도구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

신뢰도
(α)

얼굴
뷰티
행동

1. 색조제품을 바르고 외출한 적이 있다(BB 크림, 립글로즈, 눈썹 등) 0.86

13.38 43.19 0.94

2. 아이섀도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83

3. 눈썹집게나 마스카라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80

4. 색조제품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이다(BB 크림, 립글로즈, 눈썹 등) 0.79

5. 컬러로션, BB 크림, 파우더 등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 0.76

6. 색조 화장을 해본 적이 있다(BB 크림, 파우더, 립글로즈, 눈썹 등) 0.74

7. 화장제품 구입을 좋아하고 자주하는 편이다 0.67

8. 틴트, 립글로즈, 립스틱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66

9. 외출 시 얼굴 관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세안 포함) 0.64

10. 눈썹을 뽑아 정리하거나 그린 적이 있다 0.62

11. 학교에 색조제품을 하고 간적이 있다(BB 크림, 립글로즈, 눈썹 등) 0.61

12. 유행하는 화장기법을 안다 0.39

13. 다양한 화장품 종류와 브렌드를 안다 0.34

네일
뷰티
행동

14. 매니큐어를 다양한 색으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0.77

2.66 8.59 0.89

15. 매니큐어를 발라 본 적이 있다 0.71

16. 손톱 스티커나 도장 등을 이용해 장식 한 적이 있다 0.69

17. 매니큐어를 스스로 잘 바를 수 있다 0.68

18. 네일제품 구입을 좋아하고 자주하는 편이다 0.68

19. 매니큐어로 모양을 내서 바를 수 있다 0.65

20. 학교에 컬러매니큐어를 바르고 간 적이 있다 0.62

21. 손톱을 의도적으로 길러 본 적이 있다 0.61

22. 항상 손톱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0.57

헤어
뷰티
행동

23. 머리모양을 자주 바꾼다 0.72

2.22 7.17 0.87

24. 방학이 아니어도 파마나 염색을 한 적이 있다 0.70

25. 헤어제품(왁스, 스프레이 등)을 자주 사용한다 0.70

26. 비싸도 고급 헤어제품을 사용한다 0.65

27. 헤어제품을 제대로 스타일 살려 사용할 수 있다  0.53

28. 미용실에 안가도 멋있는 머리모양을 내가 할 수 있다 0.41

29. 외출 시 머리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0.36

30. 원하는 머리모양이 나올 때 까지 머리를 만진다 0.35

31. 다양한 스타일로 머리모양을 낼 수 있다 0.33

각 15.4%와 14.0%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어기기로는 매직기

가 48.7%였고, 그 다음으로 헤어드라이기가 47.0%
로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매직기가 헤어드라
이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조사결과에 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헤어스타
일을 꾸미기 위해 왁스나 헤어스프레이 등의 헤어
제품보다는 매직기나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헤어기
기를 보다 많이 사용하며, 헤어제품은 에센스 등 
모발관리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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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 대상자의 헤어뷰티 제품 사용 실태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1. 헤어관리 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스타일 294  32.6
청결 217  24.0
모발 상태 192  21.3
길이 123  13.6
두피건강  53   5.9
색  23   2.6

합계 903 100.0
2.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어제품

헤어에센스 571  63.2
왁스 139  15.4
헤어스프레이 126  14.0
젤  60   6.6
무스   7   0.8

합계 903 100.0
3.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어기기

매직기 440  48.7
헤어드라이기 424  47.0
세팅기  31   3.4
기타   8   0.9

합계 903 100.0
4. 주로 헤어제품을 구입하는 곳

화장품 가게 308  34.1
할인마트 220  24.4
인터넷 쇼핑 208  23.0
백화점 104  11.5
기타  63   7.0

합계 903 100.0
5. 선호하는 헤어제품의 가격대

만 원～이만 원 미만 381  42.2
오천 원～만 원 미만 293  32.4
이만 원 이상 169  18.7
오천 원 미만  61   6.7

합계 903 100.0
6. 선호하는 헤어제품 브랜드 

미장센 157  17.4
엘라스틴  77   8.5
케라시스  65   7.2
댕기머리  34   3.8
려  27   3.0
기타 138  15.4
무응답 404   44.7

합계 903 100.0

되었다.
넷째, 헤어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전문 화

장품 가게, 할인마트가 34.1%, 24.4%로 조사되었으
며,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경우도 23.0%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선호하는 헤어제품의 가격대는 만 원에
서 이만 원 미만대가 42.2%로 여자 청소년의 용돈 
수준과 비교하여 저가의 제품보다는 비교적 양질
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섯째, 선호하는 헤어제품은 미장센 17.4%, 엘
라스틴 8.5% 등으로 인터넷이나 백화점의 브랜드
보다 미디어에서 자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얼굴 뷰티 제품 사용 실태 빈도분석
조사 대상자의 얼굴뷰티 제품 사용 실태와 관련

된 답변 내용을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첫째, 조사 대상자가 얼굴 관리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피부가 56.4%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상 
호르몬의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여드름 등 피부트
러블이 많은 것과 관련이 높다고 보여진다. 눈과 입
술은 각각 22.3%와 11.4%으로 나타났다. 

둘째, 얼굴 관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
품은 컬러로션, BB 크림 등 피부색조제품으로 28.4%
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초제품과 세안제품, 자외선
차단제품은 각각 22.7%와 14.4%, 12.2%를 나타내
고 있다. 얼굴 관리 화장품의 선호도 조사결과, 얼
굴 관리에 있어 신경 쓰는 부분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피부 관련 제품이 77.1%, 눈 
관련 제품이 12.2%, 입술 관련 제품이 7.9%, 속눈
썹 제품이 2.2%의 순서로 분석되어진다.

셋째, 얼굴 관리 제품의 구입 장소로는 에뛰드, 
스킨푸드 등의 중저가 화장품 전문매장이 73.5%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이 10.3%를 차지하고 
있었다. 

넷째, 선호하는 화장품 가격대는 오천원에서 만
원 미만대가 43.0%로 헤어제품보다는 선호하는 가
격대가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저가 화장품 전
문매장의 일반적인 얼굴 관리 제품 가격대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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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 대상자의 얼굴뷰티 제품 사용 실태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1. 얼굴 관리 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피부 509  56.4
눈 201  22.3
입술 103  11.4
속눈썹 45   5.0
눈썹 37   4.1
기타 7   0.8

합계 903 100.0
2. 얼굴 관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제품

피부색조(컬러로션 등) 256  28.4
기초제품 205  22.7
세안제품 130  14.4
자외선차단제 110  12.2
아이라이너 103  11.4
입술제품(립글로스, 틴트) 71   7.9
마스카라 20   2.2
눈썹제품 7   0.8

합계 903 100.0
3. 주로 얼굴 관리 제품을 구입하는 곳

화장품 가게 664  73.5
인터넷 쇼핑 93  10.3
백화점 73   8.1
할인마트 44   4.9
기타 29   3.2

합계 903 100.0
4. 선호하는 화장품의 가격대

오천 원～만 원 미만 388  43.0
만 원～이만 원 미만 303   33.5
이만 원 이상 134  14.8
오천 원 미만 79   8.7

합계 903 100.0
5.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 200  22.1
스킨푸드 70   7.7
더페이스샵 42   4.7
마몽드 27   3.0
헤라 23   2.6
이니스프리 23   2.6
맥 15   1.7
기타 176  19.5
무응답 326  36.1

합계 903 100.0

이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선호하는 화장품 구입 장
소와 연관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다섯째,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역시 TV 광고
에서 자주 노출되는 에뛰드, 스킨푸드 등으로 조사
되었다.  

3) 네일 뷰티 제품 사용 실태 빈도분석
조사 대상자의 네일뷰티 제품 사용 실태와 관련

된 답변내용을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첫째, 조사 대상자의 손․손톱

관리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으로 손톱 주변 정리
와 손톱 모양, 청결이 29.9%, 27.2%, 22.8%로 손․
손톱 부분의 위생과 관련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손․손톱 관리 제품 중 갖고 싶은 제품은 
핸드로션, 매니큐어가 47.8%와 31.9%로 높게 나타
났다. 

셋째, 네일 제품의 구입 장소로는 화장품 가게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선호하는 네일 관리 제품의 가격대는 오천 
원 미만과 오천 원에서 만 원 미만대가 52.2%, 40.3%
로 헤어와 얼굴 관리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손․손톱 관리 제품의 구입 장소로는 얼
굴 관리 제품과 유사하게 에뛰드, 스킨푸드 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변인에 대한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조사 대상자 수는 

903명으로 전체가 여자 청소년만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중학생이 42.5%, 고등학생이 57.5%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학년별로 자
세히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이 237명(26.2%), 고등
학교 1학년이 117명(13.0%), 2학년이 264명(29.2%), 
3학년이 132명(14.6%)으로 주로 중학교 3학년생 이
상의 여자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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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대상자의 네일 뷰티 제품 사용 실태 
항목 빈도

(명)
백분율

(%)
1. 손ㆍ손톱관리 중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

손톱 주변 정리 270  29.9
손톱 모양 246  27.2
청결 206  22.8
손의 촉촉함 116  12.9
손톱 매니큐어색  65   7.2

합계 903 100.0
2. 손ㆍ손톱 관리 제품 중 가장 갖고 싶은 것

핸드로션 432  47.8
매니큐어 288  31.9
손톱깍기  72   8.0
손톱갈게  60   6.6
기타  51   5.7

합계 903 100.0
3. 주로 네일제품을 구입하는 곳

화장품 가게 757  83.8
인터넷 쇼핑  61   6.8
백화점  41   4.5
할인마트  33   3.6
기타  12   1.3

합계 903 100.0
4. 선호하는 네일 관리 제품의 가격대

오천 원 미만 471  52.2
오천 원～만 원 미만 364  40.3
만 원～이만 원 미만  60   6.6
이만 원 이상   8   0.9

합계 903 100.0
5. 선호하는 매니큐어브랜드 

에뛰드 172  19.1
스킨푸드 119   13.2
더페이스샵  35   3.9
기타  53   5.9
무응답 523  57.9

합계 903 100.0

정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582
명(64.5%), 어머니의 경우에는 각각 708명(78.4%)
였으며, 용돈 수준을 보면 2～5만 원 미만이 411명
(45.5%), 성적 수준을 보면 상위권 학생이 210명
(23.3%), 중상위권 학생이 237명(26.2명), 중하위권
학생이 300명(33.2%), 하위권 학생이 156명(17.3%)
으로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성친구

<표 6>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903)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연령(학교)
중학생 384 42.5

고등학생 519 57.5

연령(학년)

중학교 1학년  72  8.0

중학교 2학년  81  9.0

중학교 3학년 237 26.2

고등학교 1학년 117 13.0

고등학교 2학년 264 29.2

고등학교 3학년 132 14.6

부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582 64.5

대학 졸업 285 31.6

대학원 졸업  36  4.0

모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708 78.4

대학 졸업 171 18.9

대학원 졸업  24  2.7

용돈 
수준

2만원 미만 123 13.6

2～5만원 미만 411 45.5

5～10만원 미만 231 25.6

10～15만원 미만  78  8.6

15만원 이상  60  6.6

성적 
수준

상위권 210 23.3

중상위권 237 26.2

중하위권 300 33.2

하위권 156 17.3

이성친구
유무

있다 405 44.9

없다 498 55.1

유무에 있어서는 단순한 친구를 포함하여 이성친
구가 있다고 답한 조사 대상자가 405명(44.9%)이
고 이성친구가 없는 조사 대상자가 498명(55.1%)
이었다. 

2) 뷰티행동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조사 대상자의 뷰티행동에 대한 답변 내용을 기술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헤어뷰티행동의 평균치는 2.716

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네일뷰티행동을 3.262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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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사 대상자의 뷰티행동 
구분 평균 표준편차

헤어뷰티행동 2.716 0.776
얼굴뷰티행동 3.117 1.008
네일뷰티행동 3.262 0.857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

행동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표 8〉과 같다.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
특성 구분 헤어뷰티행동 얼굴뷰티행동 네일뷰티행동

평균값 2.716 3.117 3.262

연령
중학생 2.578 2.706 3.079
고등학생 2.818 3.422 3.397

t       －4.645**      －11.248**       －5.584**
p 0.000 0.000 0.000

부의 
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2.743 3.210 3.313
대학 졸업 2.644 2.950 3.144
대학원 졸업 2.842 2.942 3.361

F 2.054 6.981** 4.028*
p 0.129 0.001 0.018

모의 
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2.700 3.125 3.280
대학 졸업 2.762 3.056 3.169
대학원 졸업 2.847 3.317 3.375

F 0.787 0.801 1.363
p 0.455 0.449 0.256

용돈 수준

2만 원 미만 2.514 2.645 3.054
2～5만 원 미만 2.600 2.912 3.119
5～10만 원 미만 2.844 3.429 3.445
10～15만 원 미만 3.000 3.479 3.632
15만 원 이상 3.055 3.819 3.477

F        11.936**        29.593**        12.496**
p 0.000 0.000 0.000

성적 수준

상위권 2.658 2.974 3.209
중상위권 2.627 3.127 3.250
중하위권 2.783 3.120 3.248
하위권 2.798 3.288 3.376

F 2.771* 2.922* 1.219
p 0.041 0.033 0.302

이성친구
유무

있다 2.883 3.308 3.338
없다 2.580 2.962 3.200

t 5.944** 5.213** 2.412*
p 0.000 0.000 0.016

*p<0.05, **p<0.01.

(1) 연령에 따른 뷰티행동
연령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에 있어서는 헤어

뷰티행동, 얼굴뷰티행동, 네일뷰티행동 모두에 있
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뷰티행동 전 분야에 있어 평균치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뷰티행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뷰티행동을 수행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는 김현정(2009)의 연구에서 여자이
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헤어관리, 즉 헤어뷰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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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부모 교육 정도에 따른 뷰티행동
부모 교육 정도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에 있어

서는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뷰티행동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얼굴뷰티행
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내
역에 대해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얼굴뷰티행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헤어뷰티행동과 네일뷰티행동은 유사한 성
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가정
의 청소년일수록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뷰티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용돈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
용돈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에 있어서는 

헤어뷰티행동, 얼굴뷰티행동, 네일뷰티행동 모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돈 수준별로 
뷰티행동의 평균치를 살펴본 결과, 용돈이 상대적
으로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뷰티행동에 더 적
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정애와 김용숙(2001)
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우 용돈이 많을수록 헤어
얼굴뷰티행동은 타 뷰티행동에 비해 증가의 폭이 
월등한 타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용돈이 증가할수록 헤어
뷰티행동과 네일뷰티행동은 등비율의 증가를 보이
는 반면 얼굴뷰티행동은 높은 증가 비율을 나타낸
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성적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
성적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의 헤어뷰티행동, 얼

굴뷰티행동은 유의한 차이 네일뷰티행동에 있어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성적 수
준별로 뷰티행동의 평균치를 살펴본 결과, 중하위
권 여자 청소년이 중상위권 여자 청소년보다 헤어
와 얼굴뷰티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헤어뷰티행동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
성의 차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얼
굴뷰티행동에 있어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월등하게 

높은 증가의 폭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네일뷰티행동에 있어서는 성적 수
준에 따라 뷰티행동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상위
권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이 학교의 통제 하에서 
억제되어 노출도가 높은 헤어와 얼굴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는 
손ㆍ손톱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권 청소년과 비교
하여 동일한 수준의 뷰티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진다. 

(5)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뷰티행동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에 있어

서는 헤어뷰티행동, 얼굴뷰티행동, 네일뷰티행동 
모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성
친구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이성친구가 없는 여자 
청소년보다 뷰티행동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이었
다. 이 중 얼굴뷰티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뷰티행동
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헤어뷰티행동
에 있어서는 김희창(1999)의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연구에 있어서 이성을 의식할 경우 유행스타일이
나 머리모양에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13세에서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

으로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뷰티분야를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로 구분하고 세
부 뷰티행동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
석하였으며 그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세부뷰티행동은 헤어뷰티행동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네일뷰티행동이 가장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역할에 따
른 제한으로 비교적 눈에 띄지 않은 네일뷰티행동
에서는 다른 헤어뷰티나 메이크업뷰티행동에 비해 
적극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자 청소년의 뷰티 제품 사용 실태는 
첫째, 헤어뷰티 제품에 있어서는 모발 상태를 관

리해 주는 제품에 관심이 높으면 스타일을 중시하
나 학생이라는 뷰티행동에 제한적 상황으로 매직
기나 드라이기 등으로 단정함을 강조하는 스타일



128 중․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524 －

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의 사용의 빈도가 높았다. 
둘째, 메이크업뷰티 제품에 있어서는 피부관리 

제품에 가장 관심이 많았으며, 색조에 있어도 비교
적 눈에 띄지 않는 색조 제품인 피부색조 제품에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화려한 색
조보다는 눈을 강조하는 라이너 제품에 높은 빈도
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네일뷰티 제품에 있어서는 네일케어관련 
제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또한 네
일컬러폴리쉬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헤어뷰티 제품이나 메이크업뷰티 제품에 
비해 네일뷰티 제품의 색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뷰티행동의 차이에 
있어서는

첫째, 연령에 따른 뷰티행동에 있어서는 고등학
생이 중학생보다 뷰티행동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교육 정도에 따른 뷰티행동에 있어서
는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만 일부 뷰티행동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
이 낮을수록 얼굴뷰티행동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용돈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에 있어서는 용
돈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적은 청소년보다 
뷰티행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적 수준에 따른 뷰티행동에 있어서는 중
하위권 청소년이 중상위권 청소년보다 헤어와 얼
굴뷰티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
일뷰티행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뷰티행동에 있어
서는 이성친구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이성친구가 
없는 여자 청소년보다 뷰티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
인 뷰티행동을 보였다. 

뷰티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주목할 점은 얼굴
뷰티행동의 변화이다. 설현진(2010)의 논문에서는 
포괄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뷰티행동이 
높아진다고 결론지었으나 본 논문의 세부 연구결
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뷰티행동 중 뷰티의욕이 놓
을수록 얼굴뷰티행동의 적극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즉, 뷰티행동에 관심이나 기

회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 헤어뷰티행동이나 네일
뷰티행동에 비해 얼굴뷰티행동이 월등한 적극성을 
보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은 뷰티관심이 많으며, 이 중 가장 
직관적인 얼굴뷰티행동에 놓은 관심을 가지고 있
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규제가 
적은 네일뷰티행동에 많은 행동을 나타내며, 뷰티
행동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욕구의 표현의 기회가 생길 시는 뷰티
행동의 비율이 많이 가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사회는 점점 직관적인 것을 강조하고 외모지상
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화 되
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뷰티행동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현실의 중 고등학교의 뷰티
관련 규제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은 당당한 뷰티디자
인산업의 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소
년에 대한 고객분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뷰
티상품 개발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학교가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변화
에 귀 기울이고 조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연구자료
가 그 근거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
인 뷰티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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