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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therapeutic effects of beauty care on 
negative mental health, including stress and depression. Nail care, massage care, and 
makeup were used as programs for beauty therapy.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six female participants over five-month period. After interviewing the subjects 
in advance, beauty care treatments were performed every week 4 weeks in the 
following order: nail care, massage, and make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beauty care in the form of 4 concepts: “courtesy in social 
life,” “investment in oneself,” “self-satisfaction,” and “self-care.” Second, the effects 
of beauty therapy were categorized as “psychological effects,” “confidence,” “beha-
vioral changes,” “evaluation of others,” and “positive social effects.” Third, each subject 
showed different psychological effects during the process when the function of the 
therapy took effect through the beauty care treatment. It was confirmed that confidence 
levels increased as a result of treatment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re-aware 
of oneself. Positive statements from the participants included: “I want to go out,” “I 
have become kind and positive to others,” “I have become more active in a given 
task,” and “It seems that my work ability is improving.” Finally, t-test results for self- 
esteem, depression, and stress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This confirmed that self- esteem increased, and depression decreased 
after the beauty care treatment.

Keywords: beauty therapy(뷰티 테라피), beauty care treatment(뷰티 관리 시술), 
mental health recovery(정신 건강 회복), psychological effect(심리적 효과)

I.�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의 과도한 업무나 학업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때로는 사회생

활을 하면서 형성된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현대 사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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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는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

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적정한 스트레스는 적절

히 대응하여 자신의 삶이 향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

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

구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불안이나 우울증의 형

태로 나타나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스트레스

가 지속돼 불안과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다양한 신체

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를 유발시

켜 공황장애와 같은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Kim, 
Lim, Shin, Shin, & Oh, 2015).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정신 건강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신 건

강회복을 위한 방법은 정신과적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편견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과적 치료 대신 새로운 방

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Lee, Lee, & Ha, 2016). 
새로운 치료 방법 중 심리치료방법은 정신적인 건

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

다. 또한 어린아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방법

으로 심리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놀이 치료, 운
동 치료 등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패션분야에서는 Shin and Lee(2000)가 정신분열증 

환자와 치매노인에게 의복을 중심으로 패션테라피를 

시도해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여성 암환자와 산부인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를 시도한 후 우울감과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긍정적 감정은 향상되어 자기 효능

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짐(Yoh, 2015)을 확인한 

실험도 있었다. 패션과 더불어 외모를 가장 쉽게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뷰티 서비스 분야일 것이다. 특히, 
뷰티 서비스는 성형수술과 같은 물리적인 수술을 가

하지 않고 사람들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부각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뷰티 서비스를 통해 외

모를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모 중 

얼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

소 중 하나이다(Lee, 2018). 따라서 얼굴의 결점을 보

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은 색채를 이용하

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을 완

화시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

으로 심리적 방어를 감소시키기도 한다(Kim & Lee, 
2014). 

외모를 표현하는 또 다른 한가지의 요소로 손과 발

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여름과 같은 노출이 심해

지는 계절이 오면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손과 발을 

꾸미는 네일 관리를 당연시 여기고, 자신을 가치 있게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손발을 꾸미는 네일 서비

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기분

이 좋아지거나 부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Seo & 
Kim, 2018). 또한 네일 관리와 더불어 손발의 마사지 

관리 및 얼굴, 신체에 대한 마사지 관리의 긍정적 효

과도 검증되고 있다. Won, Jeong, Kim, and Kim(2002)
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발 마사지 서비스 연구에서 

피로경감과 기분상태가 호전되는 등 심리적 변수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Uhm(2004)은 골관절염 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발 마사지 서비스가 신체적, 심
리적, 생리적 증상 조절을 위해 효과적인 간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들은 외모의 변화와 외적인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

한 마사지 관리 등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일으

켜 부정적인 내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병리적 치료의 대체 

치유 방법으로 외모의 변화나 외적인 스트레스를 감

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뷰티 테라피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뷰티 테라피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연구 변인도 제한적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주로 네일 서비스나 메이

크업이나 마사지 서비스의 효과를 각각 살펴보는 연

구들이었으며, 여러 가지 뷰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적으로 한 뷰티 테라피에 관한 연구와 실제 시술을 통

한 효과 연구도 Kim and Baek(2021)의 연구를 제외

하곤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뷰티 테라피를 위한 프로그램

으로 네일 관리, 피부마사지 관리, 메이크업 관리의 

시술을 통해 정신 건강회복의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뷰티 관리를 시

술하고, 그 상호작용과정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의 연구로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깊이 있게 파악하려

고 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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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면 추후 규격화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양적 연

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20대 여성 6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접 네일과 피부마사지 및 메이

크업 서비스를 시술하면서,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참

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

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질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뷰티 테라피의 심리적 연구의 효과를 실

제 시술을 통해 검증하여 향후 뷰티 테라피 연구의 방

향과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Background

1.�Beauty� therapy

뷰티 테라피는 헤어, 마사지, 메이크업, 네일 등의 

외적인 외모를 꾸미는 전반적인 행위 즉, 아름다움을 

일컫는 Beauty와 Therapy가 의미하는 질병, 장애 또

는 문제를 치료, 치유,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과정과 

활동(C. S. Lee, 2009)을 합성한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관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

을 하지 않고 테라피의 도구로 뷰티 관리를 이용해 정

신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신체적인 결점을 보완, 
피로를 완화시켜 외모의 향상을 도움으로써 치료가 

되도록 하는 대체 치유 방법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악화가 커지고 있

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압박을 가지

고 있지만, 병원치료를 꺼리고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

이 있으며, 병리적 치료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Lee 
& Lee, 2019) 병리적 접근보다 비병리적 접근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뷰티 테라피에 

대한 접근과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뷰티 테라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5년 그레이엄과 크리그먼(Graham & Kligman)에 

의해 논리적 체계를 이루었다(Choi, 2012). 뷰티 테라

피는 뷰티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방법과 직접 행하는 

능동적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H. J. Lee, 2009). 뷰티에

는 헤어 서비스, 피부 관리 서비스, 네일아트 서비스, 

메이크업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데(Lee & Kim, 2010), 
그동안 이루어진 뷰티 테라피에 대한 연구는 피부 관

리 서비스에 속하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연구와 네

일 테라피를 통한 정서 변화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였다(Kang, Chae, & Kim, 
2006; Kim & Choi, 2016; Ko, 2006; Lee & Kim, 
2017). 

뷰티 테라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ang(2012)은 외모관리를 통해 여성들은 기분전환과 
자신감이 상승되고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였고, Kim 
(2014)은 네일 서비스는 색을 칠하면서 심리적 감정

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개선해 건강

한 삶을 위한 치료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Ham and Choe(2017)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뷰티 

테라피 프로그램 연구에서 참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

해 우울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분상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메이크업을 통해 마음과 얼굴외모 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Cho, 2003; 
Choi, 2008). 즉, 자신의 얼굴에 대한 만족감을 주었

고, 그 만족감은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작용하게 되어 

불만족스러운 외모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의복을 중심으로 외모를 개선시

킴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패션 테라피(Shin & Lee, 2000)는 뷰티 테

라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상호 작용을 하거나, 상호 보

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Lee 
(2018)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패션 테라피의 도구로 

메이크업 강습과 네일 강습을 포함시켜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들은 꾸밈과 

자기 확인을 위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여 심리적

으로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The� effect�of� beauty� therapy

뷰티 테라피의 효과들로는 자아존중감 상승, 심리

적 안정감, 자신감 향상과 우울감, 스트레스 감소 등

이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의 평가

적 구성요소로서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

하며,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Oh & Youn, 
2006).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은 또래의 평가를 중요시

하고, 외모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화시켜 외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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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Shroff & Thompson, 2006). 이와 관련하여 Lee and 
Heo(2020)는 여중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이 높으면 자

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청소년들의 높은 심

리적 안녕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혔다. Lee and 
Ha(2016) 역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모

관리행동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Korichi, Pelle-de- 
Queral, Gazano, and Aubert(2008)은 여성들이 화장을 

통하여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긍정적 감

정 상태와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화장 만족도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감, 대인 

관계 및 심리적 의욕, 업무 자신감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3). 자신의 외모가 긍정적으

로 변화함으로써 자기애가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

를 가진다(Ryu & Lee, 2019). 이와 같이 외모관리행

동과 자아존중감, 안정감, 자신감 등의 심리적 요인은 

유의한 정적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은 부정 정서로 일차적인 기분장애이고, 6개

월 이상 지속되면 이를 우울증이라고 하며(Lee & Lee, 
2019), 외모불만족으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우

가 있다(Compian, Gowen, & Hayward, 2004). 스트레

스는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새로운 환경 

요구에 부딪칠 때 느끼는 정서적, 생리적 긴장 반응이

다(Kim & Park, 2009). 이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화장과 네일 등의 뷰티 관리로 

완화될 수 있다. Lee and Han(2012)은 노년기 여성의 

화장과 우울감에 대한 연구에서 화장으로 외모에 대

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우울감도 해소

시켜줌을 밝혔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네일 관리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네일 관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Yun, 2017). 따라서 뷰티 테라

피를 통해 외모가 향상과 우울감 및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뷰티와 관련한 심리적 효

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 왔

다. 과거 뷰티가 단순한 미적 욕구 충족과 꾸밈을 위

한 도구로 이해되어 본능적이고 소비적으로 받아들여

졌던 것과 달리 심리적 효과를 가지는 테라피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연구들이 테라

피로서의 뷰티활동이 아닌 뷰티 서비스나 관리의 효

과를 통한 접근을 하고 있었다. 병리적 치료의 대체 

치유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뷰티 테라피로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뷰티 활동을 테라피의 방법으

로 접근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뷰티 테라피의 

적용과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

한 현상은 규격화되고 수량화된 양적 연구보다는 질

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뷰티에

서의 어느 한 가지 분야만이 아닌 네일, 피부 관리, 메
이크업의 종합적인 테라피를 통한 정서적 심리적 향

상을 질적으로 접근, 분석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꺼리

는 일반인들에게 대체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뷰티 

테라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이 뷰티 

테라피를 적용함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지 양적 연구

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뷰티 테라피 

효과에 따른 긍정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

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Background�of�research�method�establishment

연구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된다. 양적 연구는 연구의 자료를 수량화

시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논

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 방법으로 많은 연

구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으로 어떠한 

현상을 규격화하여 몇 개의 변수만으로 설명하는 것

이 점점 힘들어져 제한적인 연구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지닌 한계

를 대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

법을 선호하는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에 바탕을 둔 귀납적 방법으로 의

미와 개념 구성의 과정, 가치, 맥락, 해석에 초점을 두

고, 결과를 이야기체로 보고하는 연구이다(Jo, 2001).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상호작용 방

법과 비상호작용 방법으로 분류하며, 상호작용 방법

에는 참여 관찰과 면접이 이에 해당되고, 비상호작용 

방법에는 인공물과 문서 수집, 비참여 관찰 등이 있다

(Jo, 2001).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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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그 활

동을 관찰하거나 참여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며, 직
접적 경험이야 말로 가장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

다고 생각한다(Jang, 2017).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도

구로서 연구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Jang, 2017), 자
료를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연구

자가 직접 해야 한다(Kim, 2016).
뷰티 분야의 연구 중 시술 등의 실험처지를 통한 

연구나 임상 실험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실제 뷰티 서비스를 시술하면서 레크리

에이션 활동을 적용하여 테라피의 임상실험 효과를 

본 Kim and Baek(2021)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뷰티 테라피의 효과를 실제 시술을 통한 임

상 연구의 가능성이 검증되었고, 앞으로 이런 임상 실

험 방법의 연구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으로 뷰티 서비스를 실제 시

술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 
참여․관찰하고 면담하는 질적 연구방법도 병행하

여 뷰티 테라피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Chon, 
Choi, & Yang, 2001; Joe et al., 2000; Seo & Kim, 
2018)에서 이미 사용했던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

스의 척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실험처지 연구방법과 참여관찰과 

면담 방법, 설문 방법 등의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상

호 보완하였다.

Ⅲ.�Method

이 연구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Data� collection�and�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네일 서비스, 마
사지 서비스, 메이크업 서비스의 3가지의 뷰티 서비스 
시술을 실시하고,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를 보기 위하

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

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우울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고안하고 Back(1993)이 번안하여 표준화 시

킨 척도를 Seo and Kim(2018)이 수정 보완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우울감은 Chon et al.(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였

으며, 스트레스는 Joe et al.(2000)이 한국어판 일상생

활 스트레스 척도(K-DSI)의 표준화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문제, 개인적 능력, 인지적 스트레스, 환경적

인 사소한 생활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운영하는 뷰티 서비스 점

포에 참여 희망자 공고 후,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모
든 과정에 동의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

로 20대 이상의 여성 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여

성을 피험자로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20
대, 30대, 40대의 여대생과 취업여성들로 정기적인 뷰

티 관리를 하는 대상자와 뷰티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

지 않은 대상자 그리고 뷰티 관리를 전혀 받아본 경험

이 없는 대상자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은 설문, 면담, 참여관찰로 이루어졌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 사전 면담 시간에 자아존중, 스트

레스, 우울증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뷰티 관리 

후에도 같은 설문을 진행하였다. 시술 과정 중에도 연

구 대상자의 표정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
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

자들 모두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대상자가 4주 연속 가능한 기간이 필요했

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해 개별적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은 1주차에 사전 면담을 한 후 

일주일 간격으로 네일 관리, 마사지 관리, 메이크업 

관리의 순서로 뷰티 관리를 3주 동안 진행하여 총 4주

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사지 관리의 경우 현직 

전문 관리사가 진행하였고, 네일 관리와 메이크업 관

리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본 연구자가 진행

하였다. 모든 기록 자료들은 시술이 끝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지 결과는 SPSS V21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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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method� and�procedure

연구는 사전면담, 뷰티 관리 시술과 참여관찰 및 시

술 중 면담, 사후면담 및 설문으로 진행하였다(Table 
2).

1)� Pre-interview�and� survey

사전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라포 형성은 연

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할 

때 선행되어야 한다.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연구 

대상자가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연

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상대방의 대화에 전

적으로 공감하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또,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뷰티 관리는 (   )다.”
라는 오픈형 질문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직접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 Age Job Characteristic Experience with nails, massage 

and makeup

A 31 Pharmaceutical 
company researcher Married, no children Regular nail care and massage 

B 22 College student
Single, police department major, living 
with parents and two brothers, student 
preparing for employment.

None

C 48 Dance teacher Married, two daughters, military 
husband Regular nail care

D 47 Self-employment
Married, remarried family, not living 
with children, living with husband's 
parents

Occasional nail care or massage

E 46 Bar staff Single, treating depression and panic 
disorder for 10 years

Regular nail care and massages 
in the past, but not now.

F 23 Barista Single, symptoms of severe atopic 
skin disease on hands Occasional nail care

<Table� 2>� Research process Unit: min

Research process Contents Time

Pre-research 
interview

&
questionnaire

Building rapport Building rapport for research Throughout the 
study period

In-depth interviews Interviews about everyday stress
90~120

Questionnair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questionnaire

Beauty care 
program

Participant 
observation

Nail care or pedicure 

Each 90~120Massage 

Makeup

Post-research 
interview 

&
questionnaire

Interviews Final interview after beauty care treatment

40~60
Questionnair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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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뷰티 관리에 대한 사전 인식을 

알아보았다. 소요시간은 90~120분으로 연구 대상자

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2)� Participant� observation

참여관찰은 뷰티 관리를 하는 동안 이루어졌으며, 
네일 관리, 마사지 관리, 메이크업 관리의 순으로 일

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하였다. 뷰티 관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등의 원인 및 스트레스

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에 관한 내용 및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며 진행하였다. 소요시간은 90
분~120분으로 연구 대상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

었다. 

3)� Post-interview

사후면담에서는 사전면담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

도록 하였고, “뷰티 관리는 (   )다.”라는 질문을 통해 

빈 칸에 들어갈 말들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뷰티 관

리 시술 후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소요시간은 40~50분으로 연구 대상자에 따라 약

간씩 차이가 있었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의 뷰티 관리 시술에 따른 뷰티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Difference�between�awareness�of�beauty�care�

before� and�after� beauty� care� treatment

뷰티 관리 전․후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면접과 사후 면접에서 얻은 대

상자 자료들과 면담 시 대체질문으로 “뷰티 관리는 

(   )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에 들어갈 단어들

을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한 자료를 수집, 정리 

하였다.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와 마사지 관리를 받아 온 대

상자 A는 뷰티 관리를 ‘사회생활의 예의’, ‘누군가에

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자
기만족과 자기관리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와 마사지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연구시점에는 관리를 받지 않고 있던 대상자 

E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만 제외하고 대상자 

A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 C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만족’, ‘자기 관리’의 개인적 범주만을 인

지하고 있었다. 대상자 D는 가끔 한 번씩 네일 관리나 

마사지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동’과 ‘나 자신을 위한 투자’ 그리고 ‘자
기만족’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끔 한 번씩 네일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 F는 ‘누군가를 보

여주기 위한 행동’, ‘나 자신을 위한 투자’ 그리고 ‘자
기 관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대상자 B는 뷰티 

관리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 이는 뷰티 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뷰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

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Table 3). 
뷰티 관리 후 인식에서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과 마

사지 관리를 받아 온 대상자 A는 뷰티 관리 시술 전

후에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었지만, 나머

지 대상자 모두에서 뷰티 관리 시술 전․후 인식에 변

화가 있었다.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과 마사지관리를 

받아 온 대상자 A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

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모임에서 있었던 사례를 이야

<Table� 3>� Awareness of beauty care before beauty care treatment

Category Subcategory Content Case

Awareness of 
beauty care

Social
Courtesy of social life A, E

Action to show someone A, D, F

Investment for myself A, C, D, E, F

Personal Self satisfaction A, C, D, E

Self management A,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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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과정에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네일 관리를 

받은 후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는 내

용을 언급하였다. 

“어제 모임에 갔는데 송년회! 네일 받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친구들, 나 오늘 네일 받았는

데 봐봐~했을 때 친구들이 예쁘다고 하면 그 만족도

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모임에 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자기 얼굴을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네일을 하

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일을 받

기 시작했나 봐요. -중략- 만족도가 높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즘 자기의 힐링 포인트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연구 대상자 A)

대상자 B의 경우는 뷰티 관리 전에는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었지만 뷰티 관리 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과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운동을 해서 손이 미워요, 그래서 원래 손을 안 좋

아하는데(관리를 받고 난 후)손을 내놓을 수 있었어

요. 친구들이 손 했냐고 자꾸 물어보던데요. -중략- 좋
았죠! 친구들이 자기들도 관리 받으러 가야겠다고…, 
안 받을 때는 몰랐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

기는 것 같고 대인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요.”(연구 대

상자 B)

또한 주기적으로 네일 관리만을 받고 있는 대상자 

C는 ‘사회생활의 예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회적인 범주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대상자 D, 대상자 E, 대상자 F의 경우, 뷰티 관리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즉,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은 ‘사회생활의 예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만족’, ‘자기관

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뷰티 관리에 대한 인

식은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뷰티 관리를 경험했던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과 

뷰티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던 연구 대상자들 간의 인

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뷰티 관리 시술을 시작하기 전

에는 연구 대상자마다 뷰티 관리 경험의 차이로 인해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뷰티 관리 

시술을 실시한 후에는 연구 대상자 간에 같은 뷰티 테

라피 효과를 느낌에 따라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이 긍

정적 양상으로 변화되었다(Table 4). 

2.� Therapy�effect� of� beauty� care� treatment

뷰티 관리 시술은 네일 관리, 마사지 관리, 메이크

업 관리 순으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

스럽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뷰티 관리를 시술하

면서 뷰티 관리 시술 각각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

하였다.
 
1)�Nail� care� treatment

피험자들은 네일 관리 시술을 받을 때보다 받고 난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일 관리 시술에 대한 만족감

이나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만족과 타

인의 평가에 대한 효과를 느끼고 있었다.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

서 네일을 시작했는데 손톱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 앞

에서 손 내밀었을 때 창피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런데 

네일을 안하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나와서 네일 하

<Table� 4>� Awareness of beauty care after beauty care treatment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Case

Awareness of 
beauty care

Social
Courtesy of social life A, C, D, E, F

Action to show someone A, B, C, D, E, F

Personal

Investment for myself A, B, C, D, E, F

Self satisfaction A, C, D, E, F

Self management A,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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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연구 대상자 A)

“남편도 제 손톱을 보면 네일 받고 오라고 해요.”
(연구 대상자 A)

“지난주에 네일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 만났거든

요. 애들이 네일아트 했네 하면서 예쁘다고… 자기들

도 받으러 가야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연
구 대상자 B)

“저는 손발하면서 좋다는 생각 못했는데 발 케어 

하면서 새끼발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 권해요, 발 

관리하라고~”(연구 대상자 C)

“3일 정도는 좋았어! 그다음은 막 좋은 건 모르겠

고… 네일은 눈으로 즐기는 거라 보면 기분이 좋아

져.”(연구 대상자 E)

“제가 네일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직접 제 

손을 하거나 실습할 때만 해봤는데 이렇게 전문가한

테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전문가한테 받아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손에 해 놓은 네일아트 자체가 확실히 달라

요.”(연구 대상자 D)

“요즘 막 혼자 샤워하면서 햐~ (웃음) 발가락 보면

서 막 이러면서(발을 움직이면서), 발을 볼 때 마다 입

꼬리가 올라가고 그래요. 손톱에도 색을 칠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리만족…”

“네일은 나를 꾸미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연구 대상자 F)

즉, 네일 관리를 시술하는 동안 일시적인 기분전환

을 느끼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기분전

환을 느끼며, 그에 따른 만족감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Massage� treatment

마사지 관리는 네일 관리와 같은 지속적인 만족감

과 효과는 없었지만, 마사지 관리 시술을 받는 순간 기

분이 좋아지거나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느낌을 받아 만

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례를 보며 다음과 같다.

“마사지는 받고 나서보다는 받을 때가 좋은 것 같

아요. 그래서 자주 받고 싶은데 자주 못가요.”(연구 

대상자 C)

“마사지는 기분이 좋잖아! 일차적으로 몸을 시원

하게 만들어 주잖아.”(연구 대상자 E)

“제가 몸을 쓰는 일이라 어깨가 많이 뭉쳐요. 그래

서 타이마사지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것도 좋더라고요. 지금은 어깨를 만질 때 제일 시원한 

거 같아요.” “마사지는 스트레스 푸는 거… 그런데 마

사지 할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연구 대상자 F)

3)�Makeup� treatment

메이크업 관리 시술은 속눈썹 연장과 얼굴의 솜털

을 제거하는 페이스 왁싱을 시술하였고, 그 뒤 얼굴 

메이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눈썹 손질하는 방법

과 눈썹 그리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메이크업 시술에서는 기분 좋

은 감정과 기분전환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

고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도 좋아지

면서 기분전환과 긍정적 감정 생기고 있었다. 즉, 연
구대상자들의 메이크업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

다. 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 어색하지는 않죠? (하하) 제가 화장을 해도 티

가 안 나는데 화장한 티가 확 나네요. 그렇다고 진한 

것도 아닌데… 오늘 약속 없는데 옷 갈아입고 나가야

겠어요.”(연구 대상자 A)

“오~ 눈 예뻐! 오~ 신기하다. 신기해.”(연구 대상자 

B)

“직업상 땀이 많이 나서 화장할 수가 없는데 속눈

썹 연장만으로 화장한 효과가 있어서 좋네요.”(연구 

대상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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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고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

다면서 예뻐졌다고 하는데 아주 좋았어. 속눈썹을 계

속 붙여야 될 듯”(연구 대상자 E)

“잔머리가 이마에 많아서 지저분해 보였는데 너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연구 대상자 F)

3.� The� effect�of� beauty� therapy

뷰티 테라피의 효과는 뷰티 관리 시술시 참여관찰

을 통해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정서적 안녕, 자신감, 자기애, 타인의 평가, 긍정적 

사회적 효과 및 행동의 변화 등에서 뷰티 테라피의 심

리적 효과가 나타났다.

1)� Emotional� stability� effect

연구 대상자들은 뷰티 관리 시술 후 ‘기분이 좋아

진다’, ‘기분이 전환된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

다’, ‘시원하다’, ‘표정이 환하게 바뀐다’, ‘우울함이 

좀 나아진다’는 테라피 효과를 언급하였다. 그 사례들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이 너무 아파 -중략- 우울증 

약을 바꿨는데 입맛 도는 약이 들어 있어서 그것도 스

트레스야! -중략- 마사지 받으면서 떠들잖아. 그랬더

니 스트레스가 풀리네.”(연구 대상자 E)

“정말 기분전환이 되더라고요(하하) -중략- 손은 

직업상 색깔을 바를 수 없어서 케어만 했었는데 큐티

클이 생기기 전까지는 좋은데… 한 2~3일 정도! 그런

데 발에 네일아트를 처음 해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중략- 둘 다 기분전환은 되는데 조

금 다른 것 같아요. 네일아트는 자신을 꾸미면서…그

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피부 관리는 관리 받을 

때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연구 대상자 F)

즉,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안녕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효과를 피험자별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2)�Confidence�effect

뷰티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에는 자신감 향상, 자기

관리에 대한 뿌듯함, 자기애, 자신감의 행동변화가 나

타났는데, 이런 자신감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예뻐지고 달라진 나’, ‘내 외

모 과시’,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짐’, ‘자신에게 선

물하는 느낌’, ‘볼 때마다 입 꼬리가 올라감’, ‘자기관

리에 대한 뿌듯함’, ‘돈을 지불하고 받을 가치가 충분

하다’, ‘손을 자꾸 움직이게 된다’ 등이었다.

“손이 미워서 손을 안 좋아 하는데 손이 조금 예뻐 

보였어요. 관리를 받고 난 후 손을 내 놓을 수 있었어

요.”(연구 대상자 B)

“(웃으면서) 저는 손발을 하면서 좋다는 생각 못했

었는데. 발하면서 새끼발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권해요. 발 관리하라고”(연구 대상자 

C)

“발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꾸 

보게 돼요. -중략- 네일아트와 피부 관리 둘 다 기분전

환은 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일아트는 자신을 

<Table� 5>� Psychological effect of beauty therapy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Case

Effects of 
beauty therapy

Psychological 
effects

Feeling better A, B, C, D, E, F

Mood changed A, B, C, D, E, F

Stress relief A, C, D, E, F

Feeling refreshed A, B, C, D, E, F

The expression changes brightly A, B, C, D, E, F

Relief of depression A,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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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면서…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피부 관

리는 관리 받을 때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연구 대상자 F)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크게 보면, 자신감 상승, 자
애 상승, 자신감에서 오는 행동변화의 테라피 효과들

이었다(Table 6).

3)� Social� effect

연구 대상자들은 뷰티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 중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언행 변화’, ‘대인관계의 긍정

적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출하고 

싶어짐’, ‘상대의 눈을 보며 대화’, ‘업무능력이 향상’, 
‘상대방에게 친절해짐’, ‘일에 대한 적극성’, ‘타인에

게 긍정적 표현’ 등을 언급하였다.

“오늘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어

딘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가기 너무 아까워

요.”(연구 대상자 A)

“자기 관리도 되고 기분이 UP되서 즐거워요. 그리

고 직업상 손이나 발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관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연구 대상자 C)

“음… 기분도 좋아지고 외출하고 싶어져요. 예쁘게 

했는데… -중략- 짜증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로 

주로 푸는데 가끔 관리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풀리

기도 해요. 그런데 관리를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준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연구 대상자 D)

“내가 조울증이 있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그런

데 우울증이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거든. 
사실 조울증에서 우울증으로 바뀌면서 약도 바꿨고… 

그래서 나오기 싫었는데 약속은 또 지켜야 하는 강박

이 있어서 억지로, 억지로 나왔어. 그런데 잘 나온 거 

같아! 화장하고 속눈썹 붙이니까 눈도 커지고 기분도 

좋아졌어! 이대로 집에 가기 아까워서 약속을 잡아야 

되나?”(연구 대상자 E) 

즉, 연구 대상자들은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언행에

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대상자들 스스로가 타인에게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런 변화들은 나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효과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Table 7).

4.� Verification�of� the� effect�of� beauty� therapy

뷰티 테라피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뷰티 관리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

레스에 대한 설문 결과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자료는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으로 뷰티 관리 전과 마지막 뷰티 관리가 끝

나고 작성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은 뷰티 관리 전 평균값이 2.72를 보였고, 뷰티 관리 

후 평균값은 3.49로 상승돼 뷰티 테라피의 효과에 대

한 유의미한 결과가 p<.001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또

한 우울감은 뷰티 관리 전 2.80의 평균값을 보였고, 

<Table� 6> Confidence effect of beauty therapy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Case

Effects of 
beauty 
therapy

Confidence

Pretty and different me A, B, C, D, E, F

Showing off my appearance A

Being confident in front of others A, B, C, F

Self-love

A present for me C, D

Every time I see myself, I smile A, B, C, D, E, F

Proud of self-management A, C, D, E

Change in 
behavior

Worth paying for A, C, D, F

Keep moving hands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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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관리 후 2.52의 평균값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과 우울감은 뷰티 관리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Table 8).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뷰티 관리 

후의 결과도 이와 비슷했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에서 첫 번째 뷰티 관리 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뷰티 관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서는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스

트레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날 수 있는 변인으로 

시시각각 상황에 따른 변화가 많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뷰티 테라피의 효과로 우울감은 점점 감

소되고, 자아존중감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뷰티 관리 시술 

시 참여관찰을 통해 심리적 안녕, 자신감, 자기애, 타인

의 평가, 긍정적 사회적 효과 및 행동의 변화 등의 뷰

티 테라피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Shim(2013)
의 연구에서 집단미술을 통해 미술 테라피의 효과로 

자아효능감은 상승하고 우울증은 감소하였다는 결과

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으며, Yoh(2015)의 연구에

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 패션 테라피를 활용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심리적 안녕 효과에서는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전환된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시원하다.’, ‘표정이 환하게 바뀐

다.’, ‘우울함이 좀 나아진다.’는 표현은 기분이 좋아

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

는 부분으로 Lee and Kim(2017)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 ‘예뻐지고 달라진 나’, ‘내 외모과시’, ‘다른 사람 

<Table� 7> Social effect beauty therapy

Category Subcategory Contents Case

Effects of 
beauty 
therapy

Evaluation of 
others

Changes in attitudes and actions of people 
around them A, B, C, D, E, F

Positive chang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Positive social 
effects and 

behavioral changes

Want to go out A, B, C, F

Conversation while looking in the eyes of 
others C, D

Improve work ability A, B, C, D, E, F

Being kind to the other person A, B, D, E

Activeness of work A, C, D, F

Express positively to others. A, B, C, D, E, F

<Table� 8> Difference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before and after beauty care treatment

Variable
Before beauty care treatment After beauty care treatment

t p
Mean(SD) Mean(SD)

Self-esteem 2.72(.581) 3.49(.629) 12.318 .000***

Depression 2.80(.688) 2.52(.832) –3.008 .030*

Stress 2.78(.904) 2.74(.786)   .355 .737

* p<.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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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당당해짐’의 표현은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에게 선물하는 느낌’,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감’, ‘자기관리에 대한 뿌듯함’에서는 

자기애의 상승의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감

에 따른 행동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Yoh(2015)가 여

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패션 테라피를 적

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부정적 정서는 프

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되고, 프로그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효과를 지각한다는 내용

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뷰티 관

리를 통해 우울감은 점점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은 증

가한 결과는 Shim(2013), Yoh(2015)의 연구에서 우울

감과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뷰티 관리를 시

술하는 질적 연구를 통해 뷰티 테라피의 심리적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뷰티 관리 시술은 네일 관리, 
마사지 관리, 메이크업 관리의 3가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뷰티 관리는 ‘사

회생활의 예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자
신을 위한 투자’, ‘자기만족’, ‘자기관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관리 시술 전에는 연구 대상자

마다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뷰티 

관리 시술을 한 후에는 연구 대상자 간에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뷰티 관리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상자마다 

뷰티 관리 경험의 차이로 인해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있었지만, 뷰티 관리 시술을 실시한 후에는 

연구 대상자 간에 같은 뷰티 테라피 효과를 느낌에 따

라 뷰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

로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유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뷰티 관리 시술을 통해 외모가 개선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테라피스트

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완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뷰티 

관리 시술을 통해 나타난 뷰티 테라피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 효과에서는 ‘기분이 좋아진

다.’, ‘기분이 전환된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

다.’, ‘시원하다.’, ‘표정이 환하게 바뀐다.’, ‘우울함이 

좀 나아진다.’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분이 좋아

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또한 자신감의 효과에서는 ‘예뻐지고 달라

진 나’, ‘내 외모과시’,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짐’의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애의 상승

효과에서는 ‘자신에게 선물하는 느낌’, ‘볼 때마다 입

꼬리가 올라감’, ‘자기관리에 대한 뿌듯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받을 가치가 충분하

다.’, ‘손을 자꾸 움직이게 된다.’ 등의 자신감에 따른 

행동변화도 나타났다. 셋째, 뷰티 관리 시술을 통해 뷰
티 테라피의 효과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

적 안녕의 효과는 연구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재인식 과정을 거쳐 자신감이 상승되고 

자기애가 생기면서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적 효과나 행

동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외출하고 싶어

진다.’, ‘타인에게 친절해지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

었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주어진 일에 적극적이 되

었다.’, ‘업무능력이 향상 되는 것 같았다.’ 등이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에 대한 뷰티 

관리 시술 전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보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우

울감은 뷰티 관리 시술 전․후에 테라피 효과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고, 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는 하루에

도 몇 번씩 나타날 수 있는 변인으로 상황적 변화가 

많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

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은 상황적 변화보다는 지속

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뷰티 관리

를 통해 우울감은 점점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은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

타나는 불안, 우울, 부정적 스트레스와 이들이 누적되

면서 발생된 정서적 장애를 정신과적인 치료를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뷰티 테라피의 접근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제로 피험자들이 뷰

티 관리 시술을 통해 우울감이 완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어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뷰티 테라피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사랑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하면 우울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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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자아존중감 증진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피험자들에게 

뷰티 관리 시술을 하는 실험처치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과 뷰티 테라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시술을 하는 연구라 연

구대상자의 수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은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뷰티 테라피 연구를 양적 

연구로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도 

앞으로 뷰티 테라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면 새로운 영역에서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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