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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에 따른 외모관련소비행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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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s the influences of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asculinity examined through amediated effect of appearance concerns based on a structural study method.
Fiv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verify the relationships of interpersonal relations, masculinity and appearance-
related consumption behavior.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01 males in their 20s to 50s living in Daegu South
Korea. The SPSS 20.0 package utilized for data analysis includ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ronbach's α. This study utilized an Amos 21.0 program, a Confirmative Factor Analysis(CFA)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ppearance concern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that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structural model. Sec-
ond, interpersonal relation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masculinity. Third, masculinity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ppearance concern. Fourth, masculin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Fifth,
interpersonal relation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Sixth, the appear-
ance concern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influence a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by predicting future emotional and new consumption markets strategies for
male's appearance-relat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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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의 삶 속

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대인관계는 사람

들과의 접촉에 의해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특히 사람의

외모는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이 타인과 접촉하여 관계를 맺을 때 대인매력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Gong, 2005). 또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적인 외모는 후광효과와 발산효과를 지녀 대인관계에 영향

을 미치며(Hong, 1985) 다른 특질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으로(Kahng, 1996),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신체외모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인 태

도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내적 신체감각에 대한 의식

과 신체외모에 대한 개인차와도 관련되어있다. 이는 자신을 묘

사할 때 사용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자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위

한 가이드로서 이용 가능한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대인관

계가 원만한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신체외모와도 높은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Lee, 2004a) 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면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낀다는 연

구결과(Lee, 2007a)로 볼 때 신체외모는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

한 요인이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를 통한 인적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나

타나면서 관계형성 시 외적이미지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이를 위한 외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1세기는 더

이상 여성의 외모관리 트렌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변화하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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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에 초점을 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잡지광고에서 살펴 본 남성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는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성이 지배적인 남성성이었

고, 1980년대는 ‘성공한/명성 있는 남성’형이 우세해지다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현재까지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형이

지배적인 남성성으로 나타났다(Lee, 2005). 이는 30년간 지속

되던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성’은 급격히 퇴조한 반면, ‘외모를

가꾸는 남성성’과 ‘생활을 즐기는 남성성'의 유형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모가 경쟁력이고 자산이라

는 외모중시 풍조가 방송매체와 광고를 통해 현대인들의 삶속

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면서 루키즘 현상을 일으켰으며, 이를 보

여주는 남성외모 문화 현상으로 예쁜 남자를 지칭하는 메트로

섹슈얼, 남성성이 강조된 거친 듯 부드러운 이미지의 위버섹슈

얼, 여성적인 취향의 남성이미지를 일컫는 크로스섹슈얼이라는

남성 사회문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

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그루밍족, 아름다움을 위해

성형이나 주름살 제거와 피부 미용 등에 적극적인 중년 남성을

일컫는 레옹족 등 많은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이는 남성성의 변

화에 따른 신 문화현상과 그에 따른 신조어의 출현이 남성 신

체관련 소비문화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이 2007년

5300억원, 2008년 5700억원, 2009년 6500억원, 2009년 6500

억원, 2010년 8000억원으로 매년 7%의 신장세를 보이며 2011

년에는 1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고(“Men's

Market”, 2011), 현재 남성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과, 외모관리

시장의 활성화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영향

력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의식과

이미지 지각(Lee, 2006b; Park, 2007a; Park & Park, 2008b)이

나 외모관리행동(Lee, 2004b; Park & Park, 2008a; Ryou &

Kim, 2008; Shin, 2006; Woo, 2005),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외

모관리행동(Hong et al., 2007; Hong & Paik, 2006; Ku et al.,

2011; Lee, 2007b)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인간관계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인관계 성향과 남성성 유형에 따른 외

모관련 소비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

로 시기적절한 연구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이 외모관련 소

비행동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외모관심도를 매개 변인

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 성향, 남성성유형 분석에 의한 남

성들의 특질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남성들의 외모관련 소비행동

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전략방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남성

소비자의 감성에 눈높이를 맞춘 시장세분화 전략으로 새로운 소

비시장개척 활용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

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타인이 개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타인의 무슨 행위,

또는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Heider, 1964).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인,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 1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인관계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정과 안전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및 통제, 교환, 도움을 주고 받음, 의미의 추구

등을 통해 형평 내지는 적응, 만족스러움, 목적의 달성이나 이

득을 추구한다. 이는 주체성의 확립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

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며(Ahn, 1985)

개개인이 인간관계의 사실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대인

관계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Park, 2003).

대인관계의 차원, 성향에 대해 언급한 학자로 Schuts는 주로

개인의 욕구 성향에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차원을 연구했고,

Krech은 대인적 반응 특성을 역할, 사회관계, 표현적 측면에서

다루었고, Bales는 사회-정서적 영역, 과업 중립적 영역을 대인

관계 과정과 결부시켜 논하였으며, Mann은 집단구성원의 행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폈고, Foa는 대인관계의 내용, 대상, 형태를

수용과 거부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Leary는 수직적 관계에서

의 지배-복종, 수평적 관계에서의 애정-적의를 중심으로 8분원으

로 제시된 대인관계 차원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분화시켜 16개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을 제시하였다. Kiesler는 Leary의 이론을

토대로 대인관계 원형 성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

으며,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안범희가 제시한 복합모형 등이

있다(Ahn, 2010). 이와 같이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루는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안범희는 우리의 정

서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여 분석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외모는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관계

의 소통,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가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능

성을 재현하는 지표가 된다(Shilling, 1993)고 했으며, 외모가 뛰

어난 사람은 대인관계성향에서 역할성향, 사회적성향, 표현성향

을 더욱더 잘하고, 또한 데이트나 결혼, 인사선발, 법정 판결 상

황 등 광범위한 영역의 대인관계성향과 대인평가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e, 2000). 대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사회에서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

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Lee, 2000), 외모만족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대인관계 중 사회적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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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외모에 불만을 갖는 경우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에 몰입하

게 된다(Lee, 2006a).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매력적인 외모는 그

사람의 지적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뛰어나게 지각하고, 삶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ng et al., 2009).

2.2. 남성성의 변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들의 성(sex)은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며,

이 생식기와 관련된 성의 역할 규범이 문화적 관념에 의해 정해

지게 된다. 생물학적인 성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

고 만들어지는 성을 사회적 성(gender)이라고 한다(Lim et al.,

2002). 우리들은 사회적 성 역할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으

로 역할구분을 하며 사회적 성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다. 

남성성이란(Masculinity)이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질과 자격, 해야 할 도리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써 구실의 수행과 직결된 개념이다(Joe, 1989). 이는 사회화 과

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역할이란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또

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이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 될 수도 있다(Kahng, 1996). 따라서 남성

성이란 성역할이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사회 속에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의 남성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

년대는 산업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책임 있는 가장으

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강조되어 강인하고 책임을 다하는 남성

성이 남성다움의 근간을 이루었고 1990년대는 경제성장과 사

회가 변화하면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양분화 현상이 감소하

면서 새로운 남성성의 혼재가 시작되었다. 2000년을 전후로 나

타나기 시작한 꽃미남과 같은 새로운 남성성이 전통적인 남성

성을 능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Lee, 2005), 남성 이미지

가 고정 관념적 이미지인 근육질의 사내대장부와 가부장적인

남성이미지는 감소한 반면 유머러스한 미소년 같은 새로운 이

미지가 증가하고 있다(Jung, 2002).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은 경쟁과 활동성이 필요한 사회적 역

할에 적합한 반면,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역할에 대

한 적합성이 강조 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남녀 성역할

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 양상과 그

들이 요구하는 삶의 형태와 방식, 중요시 하는 삶의 가치 기준

에 의해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역할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현대사회의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과 권위의 성장은 또 다른 남

성성을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현대는 전통

적인 남성성을 고집하는 세대와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

는 남성성 등 다양한 남성성이 공존하는 시대로 소비 트렌드에

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트렌드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트렌드와 일

시적인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소비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하나의 소비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Moon

& Yuh, 2005). 기업들은 상품판매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남성

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남성들은 남성성을 소비의 산물로 읽도

록 권유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이상화된 남성상을 쫓길 원하

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남성다움은 적절한 상품브랜드를 소비함

으로써 만들어지게 된다(Lim, 2007). 기업들은 새로운 소비문

화와 신조어 들을 통해 목표시장을 파악하고 해당 소비 문화족

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안을 내세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요즘 떠오르고 있는 남성 소비 트렌드에 대한 변화는

많은 문화현상과 신조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추세이다. 메트로

섹슈얼, 위버섹슈얼, 크로스섹슈얼, 엠니스 등 남성 소비트렌드

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만의 주체적 소비 형태와 영역으로만 여겨

졌던 피부관리와 미용관리, 성형수술, 메이크업 등 자신의 외모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남성전용 그루밍 숍들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겨났으며, 남성화장품 시장도 매년 성장세를 보이

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처음으로 남성들만을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제공해 주

는 남성 전문 메이크업 샵의 오픈(“Mens make up shop”,

2009)과 2008년 남성화장품 시장이 매년 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백과 주름개선, 메이크업제품에 대한 구

매가 증가(“Anti-aging, Moisture-rising”, 2008)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성성의 변화는 남성 소비트렌드에 영향력이 있음을 말

해준다. 

2.3. 외모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표명될 수

있다. 외모관심도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신체 장식에 대해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인체와 더불어 인체에 가해지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화장,

머리스타일 등에 의해 결정되고 수정됨으로서 개인이 매스미디

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지각하며 변화시키

는 것을 포함한다(Lee & Lee, 1997). 

아름다움에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는데, 외적인 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외모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한다(Cox & Glick, 1986). 외모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

나는데 청소년기는 사회성의 발달로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와 용

모에 큰 관심을 가지며, 불안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은 몸매나

얼굴에 결함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Kim & Park, 1990). 

외모에 대한 관심은 노년기에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

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였으며(Lee & Lee, 1997),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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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여 정리된 용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

을 지녀 용모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고 하였다(Lee, 1985). 즉,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외모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이란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

여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각

자가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

신의 개성을 표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

는 사회적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지각

하고 자신의 신체적 결점과 외모에 관한 정신적인 콤플렉스에

서 탈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모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yerson, 1971).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와의 차이 극복

을 위해 의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행동

을 통해 자신을 변화 시키고(Kaiser, 1990), 외모를 자신의 내

면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체중조절, 화장, 화

장품 구매, 피부관리, 성형, 의복소품 착용 등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신체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Youn,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현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남성의 성역할 변화는 외모

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남성

미를 강조하는 마초나 터프가이 이미지 보다는 예쁜 남자, 꽃

미남 등과 같이 외모의 특징들을 표현하는 신조어와 트렌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화현상과 신조어의 출현은 더 이상 강인

한 남성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로 자신

의 외모관리를 즐기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션, 피부관리, 화장품 구매, 성형 등은 더 이상 여성들의 주

체적 소비문화가 아닌 남성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는 남성을 소비대상으로 한 신체관련 산업이 성

행하고 있으며 남성의 외모관리행동도 액세서리를 통한 소극적

관리에서부터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 관리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화 되어 있으며 일반 사회로 급속히 수용되고 있는

실정에서(Shin, 2006) 알 수 있으며 외모에 관한 연구들도 점

점 남성을 대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게도 확산되어 남성들

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가 남성들의 능력

을 평가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여 남성들도 예전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이고 있다(Park, 2007a). 제일기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성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남성도 필

요하다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에 69.3%가 긍정적 태

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남성의 42.7%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것(Park, 2007b)을 볼 때 외모는

남성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oo(2005)는 20~30대 남성들은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외모관리

로는 화장품 사용과 헤어관리였으나 미래에 경험하고 싶은 외

모관리로는 화장품 사용보다 미용성형 경험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부여하였던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개념이 무너지면서 남성의 치장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Yoo & Jung, 2002). 일반적으로 외

모관리에 대한 남성 태도 변화의 원인에 대해 사회학자 또는

문화 평론가들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고 있다(Choi, 2002).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이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실증해 보기위해 이론적 배경을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고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

하였다.

H1: 대인관계성향은 남성성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

이다.

H2: 남성성 유형은 외모관심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

이다.

H3: 남성성유형은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

칠 것이다. 

H4: 대인관계성향은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H5: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

칠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과 외모관련소비행동과의 관계를 분

석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측정문항을 설계하고 5점 Likert 척도법

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대인관계성향이란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

인 심리적 지향성으로 Ahn(1985)의 대인관계성향검사를 선택하

였다. 이 척도는 3개의 주요영역(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

향)과 7개의 하위요인(‘지배/우월, 독립/책임감, 동정적/수용, 사

교/우호, 경쟁/공격, 과시/자기도취, 반항/불신성향)’으로 나뉘며

총84문항으로 되어있다(Ahn, 1985). 둘째, 남성성유형이란 사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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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Kim and Lee(2007)가 분류한 메트로섹슈얼, 레트로섹슈얼, 위

버섹슈얼, 테크노섹슈얼, 엠니스로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외모관련 소비행동이란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행하는 소비행동(헤어, 패션, 화장품, 성형, 체형

관리, 스킨케어 등)에 관한 것으로 Lee(2008), Lee(2004b)의 연

구에서 발췌한 후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19문항 사용하

였다. 넷째, 외모관심은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미용, 패션,

헤어, 체형 등)로 연구자에 의해 연구의 내용에 적합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직업, 결혼여부, 학

력, 외모관리를 위한 월평균 지출, 월평균 소득을 측정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으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1.0 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였

다. 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χ
2
, GFI, AGFI, TLI, CFI,

RMSEA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표본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50대 남성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2012년 12월 3

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대구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총 25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201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별 분포는 20대가 43.3%로 가장 많았고, 30대(23.9%), 40대

(16.9%), 50대 이상(15.9%)의 순이었고, 직업은 공무원 42.8%,

학생 36.8%, 사무/관리직 11.4%, 판매/서비스직 5.5%, 기타

3.5%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50.2%, 미혼 49.3%, 기타

0.5%였고, 학력은 대졸과 대학생이 각각 43.0%, 41.5%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고졸이하 22.0%, 대학원졸 4.5%, 기타 0.5%

의 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이 27.0%로 높게 나타

났고 300-400만원 24.5%, 400-500만원 15.5%, 500만원 이상

13.0%, 100만원미만 12.0%, 100-200만원 8.0%, 기타 0.5%

순이었고, 외모관리를 위한 월평균 지출은 10만원 이하가

38.3%로 높게 나타났으며 10-20만원 미만 34.8%, 20-30만원미

만 15.4%, 30-40만원미만 6.5%, 40만원 이상 5% 순으로 나

타났다.

4.2. 외모관심도의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먼저 외모관심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이 외모관심도

를 매개효과로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먼저 대인관계성향이 외모관련소비행동과의 영향관계에서 외

모관심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2단계에서 설명력

이 14%, 12%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외모관심도를 매개변

수로 분석한 결과 57%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남성성유형이 외모관련소비행동과의 영향관계에서 외모관심

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2단계에서 설명력이 9%,

Table 1. 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concern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Step B β 　F R
2

1 Interpersonal Relations →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155 0.380***  33.513* 0.144

2 Interpersonal Relations → Appearance concern 0.105 0.348***  27.385* 0.121

3 Interpersonal Relations
→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055 0.135*
135.647*** 0.578

Appearance concern 0.953 0.703***

Z=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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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concern about masculinity,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Step B β 　F R
2

1 Masculinity →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424  0.302*** 19.930* 0.091

2 Masculinity → Appearance concern 0.276  0.266*** 15.213* 0.071

3 Masculinity
→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154  0.110*
132.953*** 0.573

Appearance concern 0.978  0.720***

Z=3.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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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낮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외모관심도를 매개변수로 분석

한 결과 57%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이 외모관련소비행

동과의 영향관계에서 외모관심도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라

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측정도구들 간

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설의 체계적 검증을 위해 측정항목의 개념에 대한 타

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대인관계성향은 척도화 된 요인

을 사용하였고, 남성성유형, 외모관련소비행동, 외모관심도에 대

해서는 측정변수들의 평가차원 내 항목간의 내적일관성을 의미

하는 수렴타당성을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직

교회전법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과 요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성향은 84문항 7요인, 남성성유형은 17문

항 5요인, 외모관련소비행동 14문항 5요인, 외모관심도는 7문

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신뢰도는 0.58-0.807의 신뢰

수준을 나타내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Kim,

2004; Kwon, 2004) 내적일관성이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변수 간의 수렴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모형

과 표본자료의 적합성 여부는 χ
2
 통계량(p>0.05가 바람직)

GFI(≥0.9가 바람직), AGFI(≥0.9가 바람직), TLI(≥0.9가 바람직),

CFI(≥0.9가 바람직), RMSEA(0.05~0.08) 적합지수를 이용하였다.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 외모관련 소비행동의 적합도 지

수는 모두 .90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고, 외모관

심도는 포화모형으로 적합도 지수는 산출되지 않았다. 신뢰도

는 0.674-0.900으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개 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Table 3) 모형의 적합도는 χ
2
=163.595(d.f=98, p=.000)

GFI=0.918, AGFI=0.856, TLI=0.924, CFI=0.952, RMSEA=

0.058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도들이 해당 연구 단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값을 계산한 결과

각 요인들의 개념신뢰도는 0.754-0.926으로 일반적인 추천기준

치(0.7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은 0.436 -0.754

로 일반적인 추천기준치(0.5이상)보다 낮은 변수가 있으나 각

문항들이 제거될 수 없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요인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의 존재여부는 각 요

인들 간의 상관행렬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

Table 3.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

Construct Item SFL
a

NSFL
b

t Cronbach' α CR AVE

Interpersonal Relations

Independent/Responsibility 0.233 1.028  3.269*** 0.593

0.674 0.800 0.436

Sympathetic/Receptive 0.02 0.094  0.268*** 0.707

Sociable/Friendly 0.347 2.032  4.745*** 0.807

Competitive/Aggressively 0.641 3.537  9.483*** 0.732

Conspicuous/Narcissistic 0.876 4.98 14.108*** 0.778

Defiant/Distrust 0.399 2.106  5.413*** 0.748

Dominant /Supreme 0.666 3.157  9.907*** 0.700

Masculinity

Tecno Sexual 0.32 0.79  4.567*** 0.677

0.650 0.788 0.489

Rtro Sexual 0.451 1.054  6.418*** 0.728

Metro Sexual 0.627 1.447  8.764*** 0.717

Uber Sexual 0.276 0.569  3.936*** 0.580

M-ness 0.069 0.171  1.026*** 0.787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Hair/Fashion 0.908 3.679 15.976*** 0.806

0.832 0.926 0.733

Cosmetics 0.655 1.787 10.095*** 0.589

Plastic surgery 0.38 0.752  5.455*** 0.770

Body management 0.427 0.868  6.064*** 0.736

Skin care 0.768 1.294 12.48*** 0.610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concern 0.987 6.246 19.733*** 0.900 0.900 0.75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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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ndardized factor loading

b Non-Standardized factor loading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에 따른 외모관련소비행동 연구 -외모관심도의 매개효과 분석 - 783

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분산 추출값이 두 요인들 간 상관계수

의 제곱값 보다 크면 두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각 요인들에 대한 판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평균분산추출값의 범위는

.436~.754로 상관관계 제곱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성이 입증되었다.

4.3. 연구가설 검증

요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
2
=167.391(d.f=100, p=.000) GFI=0.916, AGFI=0.857, TLI=

0.924, CFI=0.850, RMSEA=0.058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

준에 만족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구조모형의 결과

는 Table 5와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인관계성향은 남성성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예측

한 가설1의 검증결과 경로계수 0.66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t=6.343, p=0.000), 남성성 유형은 외모관심도에 유의한 영

향력을 예측한 가설2의 경로계수도 0.817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t=5.683, p=0.000) 남성성 유형은 외모관련 소비행동

에 유의한 영향력을 예측한 가설3의 경로계수도 0.714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t=2.078, p=0.038) 가설 1, 2, 3은 지지되었

다. 대인관계성향은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4는 경로계수 -0.102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1.05, p=0.294) 지지되지 않았다. 외모관심도

는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측한

가설5는 경로계수 0.318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2.256,

p=0.024) 가설은 지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

계성향과 남성의 성 역할 태도를 보여 주는 남성성유형이 외모

관심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밀접한 영향관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위해 외모관심도를 매

개효과로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이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이 외모관심도라는 변인

Table 4.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Factor Interpersonal Relations Masculinity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 0.436
a

Masculinity 0.380
b

0.489
a

Appearance concern 0.348
b

0.266
b

0.733
a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380

b
0.302

b
0.750

b
0.754

a

a AVE

b squared correlations

Table 5. The result of structural model testing

H Path
Path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Stand. coeff Non stand. coeff

H1 Interpersonal Relations → Masculinity  0.662  0.884 0.139  6.343*** accepted

H2 Masculinity → Appearance concern  0.817  1.063 0.187  5.683*** accepted

H3
Masculinity → Appearance-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714  1.429 0.688  2.078* accepted

H4
Interpersonal Relations → Appearance 

-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102 -0.273 0.26 -1.05

not

accepted 

H5
Appearance concern → Appearance

- Related Consumption Behavior
 0.318  0.489 0.217  2.256*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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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model. Solid line: significant,  Dotted

line: non- significan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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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외모관련소비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것

을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한 것이

다. 이는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은 외모관심도를 통해 외

모관련소비행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성향이 남성성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대인관계성향은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남성성 유형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성역할로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

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

될 수도 있다(Kahng, 1996). 따라서 대인관계성향의 유형에 따

라 남성성 유형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남성성 유형은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련소비행동에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남성성이란 성역할이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

회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사회 속에서도 고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으로 가부장적인 남성성과 현대적

인 남성성의 유형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소비행동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성향이 외모관련

소비행동에는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성향은 인

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행동현상으로 외모관련 소비

행동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모관심도는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가 남성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여 남성들

도 예전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이고 있다

(Park, 2007a)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이 남성 외모관련 소

비행동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외모관심도를 매개변수

로 하여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연구대상

선정과 제한된 지역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후속연구에

서의 보완을 제기하며, 학문적인 측면과 마케팅전략 방안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학문적 측면에서는 첫째, 남성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미래

의 남성성 변화에 대한 예측에 의한 체계화된 이론적 모형 도

출과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외모관련 소비산업의 새

로운 시장개척, 시장세분화 전략, 소비상품 제안의 이론적 체계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성향이 남성성유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서 현대 남성들의 대인관계성향이

남성성 유형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었

고 이로 인해 그들의 내면에 기제 된 심리성향을 체계화하고 그

에 따른 예측된 소비문화성향을 유형화 할 수 있다. 셋째, 남성

성유형에 의해 나타나는 외모관련 소비행동의 결과는 남성성 유

형이 소비행동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으

며 이는 현대인들의 사회화 현상과 소비문화현상의 관계 맥락

을 이해할 수 있다. 

마케팅전략 방안 측면에서는 첫째, 대인관계성향과 남성성유

형에 의한 남성 외모관련 소비행동의 관련성 분석은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와 남성 소비행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으로 외

모관련 제품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소비유형

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과 마켓전략을 위한 아이디어나 프로모

션 전략방안 수립과 판매전략 방안의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남성성유형이 외모관심을 매개변수로 하여 남성 외모관

련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외모관심의 정도

에 따라 소비행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 수 있음으로 외

모관련 산업과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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