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인간 삶의 내용을 다루는 개념

으로 인간의 가치와 관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삶의 질

을 주관적•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행복감

(happines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은 다르

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인 웰빙(Well-being)은 몸과 마음이 유

기적으로 결합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자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써, 잘먹고 잘사는것,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고, 여유로운 생활

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Kwock & Jang, 2008). 

웰빙(Well-being)은 외모관리와 신체의 건강을 위한 행동으

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노

년을 영위하는 것 역시 웰빙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Kim et 

al., 2012). 아름다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치와 신념은 외적

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때와 달리 현대에는 내적 아름다움을 가

꾸기 위해 다양한 개발과 관리를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바

뀌고 있다. 이는 남, 여 그리고 연령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여가 스포츠 활동, 건강 지향인 식생활, 웰빙행동 

등이 기여한 부분이다. 

현대에 들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성취 지

향적 삶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

면서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이 집입하고 있다. 

급변하는 다양한 변화속에 여성적행위로 간주되어 왔던 외모

관리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가 변화되고(Park, 2015) 있었으며, 

이는 자신을 꾸미는 남성 글루밍(glooming)족이라 부르며 남성

들까지 외모에 투자를 하고,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건강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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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overall quality of life.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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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more beauty care led to greater well-being-oriented as well as well-
aging behaviors. Conclusion: The findings illustrated that younger men cared more 
about beauty care and well-aging and that beauty care was correlated with well-
aging behaviors and well-being-oriented behaviors. The right awareness of well-being 
and proper beauty care are necessary to ensure the health of the mind and body 
and to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across society in pursuit of a happy,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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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 꼼꼼히 선택하는 헬시(healthy)족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의 외모에 관심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시기로는 2009년

도에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이 없는 시

장의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낸 '블루슈머(blue ocean consumer) 

10'의 하나로 '거울 보는 남자(gooming)'를 선정한 것이 그 대표

적인 예이다(Kim & Shin, 2018).

남성 뷰티에디터가 다양한 남성용 화장품과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남성들만을 위한 상품

과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Kwon 2016). 

남성들은 자신의 피부에 대한 케어를 단순히 미용적 개념에

서 벗어나 '자기관리'에서 오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Hong, 

2008),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기애, 자존감의 향

상 및 사회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과거보다 좀 더 다양하고 세

분화된 뷰티관리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대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Hong, 2013).  

미용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요소로 자신의 결

점이나 정신적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미용관리 행동

을 하며, 그로 인해 외모에 있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자들

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이며 적

극적인 자세를 형성하며 타인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인

정되어 외모관리행동은 자기만족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2007). 외모는 바디 사이즈, 

바디 유형, 비만도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 특징, 얼굴, 가슴 등의 

특정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인들, 의류와 액세서리, 헤어 스타일

링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자신과 타인에 의해 지각된다(Yu 

& Ko, 2016). 

Yu & Ko (2016)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 요인인 얼굴, 체중, 몸매, 신체비례, 헤어, 전

반적인 인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련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일수록 body mass index (BMI)가 높으며 이는 

비만도가 높은 집단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모관리는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적이미지가 결정되는데(Hong 

& Kim, 2012),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신체, 능수능란한 사교술 

패션스타일 등은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조용한 권력'이

라는 것이다(Kim & Shin, 2018).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 

잘못된 관리 방법,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피부에 맞

지 않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순간 민감해 질 수 있다(Kim & 

Shin, 2018). 더구나 남성은 여성의 피부에 비해 두꺼운 피부층

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 남성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면도로 인해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피지막이 손실되며 잘

못된 면도 습관으로 인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 예민

한 피부를 가지게 된다(Kwon, 2016). 이에 남성들의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상식과 자신의 피부에 대

한 정확한 관리법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Lim & Kim, 2015). Kim et al. (2012)의 연구

에서는 웰빙인식이 외모관리행동을 설명한 총설명력은 25%로 

파악되었으며, 웰빙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F=108.05, p<0.001) 정적 영향(β=0.50, t=10.40, p<0.001)

을 미치는 것으로 웰빙인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행동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났다. Jeon & Jae (2007)의 연구에서는 내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웰빙 식생활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웰빙 식생활관련 정보에 관심이 높

을수록 웰빙 지향 사용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간의 미(美)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조화 

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Hwang et al., 2017)하며,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

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헬스,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체형은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반복된 운동과 자세 또는 식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후천

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개인차가 심하다(Jeong & Kim, 

2008). 웰빙과 관련된 연구들은 있으나 남성을 대상으로한 웰빙

과 미용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편이다.

웰빙행동과 웰에이징 관리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하여 아름

다운 삶을 추구하여 사회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웰빙(well-being)인식과 미용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행동과 웰 

에이징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경북 지역의 성인 남성을 조사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1. Survey reliability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Beauty care 15 0.93
Well-being oriented behavior 26 0.91
Well-aging behavior 15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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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8일부터 2018년 11월 10일까지 배포하여 수거

된 총 250부의 설문지 중 분석에 사용되기 불충분하다 판단되는 

7부를 제외한 24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 항목 및 내용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로 사용된 설문문항은 크게 일반적 특성, 미용관리 15문항으로 

선행연구(Kim & Youn, 2007)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웰빙지향 

행동 26문항으로 선행연구 (Kim & Kim, 2008)를 수정, 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또한 웰에이징 행위 15문항으로 선행연구(Kim 

& Kim, 2006)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미용관리는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Table 2.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Age

20s 70 28.8
30s 70 28.8
40s 53 21.8
50s 50 20.6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71 29.2
Junior college graduate 69 28.4
University school graduate 95 39.1
Over graduate school 8 3.3

Job

Retail or service worker 35 14.4
Office manager/civil servant 45 18.5
Self-employed/business 24 9.9
Student 31 12.8
Production/technician 65 26.7
Profession 22 9.1
Others 21 8.6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1,000,000 won 33 13.6
1,000,000-1,990,000 won 36 14.8
2,000,000-2,990,000 won 90 37.0
3,000,000-3,990,000 won 38 15.6
4,000,000-4,990,000 won 25 10.3
Over 5,000,000 won 21 8.6

Marital status
Unmarried 117 48.1
Married 126 51.9

A day's smoking

Non-smoker 125 51.4
Under 2/1 pack 34 14.0
Under 2/1-1 pack 54 22.2
Over 1 pack 30 12.3

Number of drinks

Seldom drink 89 36.6
Once or twice a week 95 39.1
Three to five times a week 49 20.2
Six to seven times a week 10 4.1

Monthly average beauty care costs

Under 100,000 won 169 69.5
100,000-under 200,000 won 32 13.2
200,000-under 300,000 won 22 9.1
300,000-under 400,000 won 12 4.9
400,000-under 500,000 won 4 1.6
Over 500,000 won 4 1.6

Body type
Endomorphy 76 31.3
Mesomorphy 129 53.1
Ectomorphy 38 15.6

Total 2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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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적으로 그렇다'로 

범주화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문항이 총 1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용관리가 높다. 웰빙 지향 행동은 각 문항의 응답범

주는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범주화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웰빙 지향 행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성, 웰 에이징 행위는 각 문항의 응답범주

는 '그렇다', '때때로 한다', '그렇지 않다'로 범주화한 3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웰 에이징행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에 제

시한 바와 같이 Cronbach's α가 미용관리 0.93, 웰빙지향 행동 

0.91, 웰에이징 행위 0.89로,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WIN 23.0 프로그램(IBM,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 

그리고 웰에이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인 남성들의 미

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 및 웰에이징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regress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총 243명 중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8.8%를 차지

하였고, 40대는 21.8%, 50대는 20.6%이었다. 학력별로는 대

졸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 29.2%, 전문

대졸 28.4%, 대학원졸 3.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

산/기술직이 26.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사

무관련직/공무원 18.5%, 영업/서비스업 14.4%, 학생 12.8%, 

자영업/사업 9.9%, 전문직 9.1%, 기타 8.6% 순으로 나타났

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299만원이 37.0%로 가장 높은 분

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300-399만원 15.6%, 100-199만

원 14.8%, 100만원 미만 13.6%, 400-499만원 10.3%, 500만

원 이상 8.6% 순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51.9%로 미혼 

48.1%보다 많았다. 하루 흡연량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

이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1-1갑 미만 

22.2%, 2/1갑 미만 14.0%, 1갑 이상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횟수별로는 주 1-2회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3-5회 20.2%, 주 6-7회 4.1% 순이었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남성은 36.6%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별로는 10만원 미만이 69.5%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 13.2%, 20-30

만원 미만 9.1%, 30-40만원 미만 4.9% 순이었다. 체형별로는 

중배엽이 53.1%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내배엽 31.3%, 

외배엽 15.6% 순으로 나타났다.

2.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 웰빙지향 행동, 웰에이징 행위

1) 미용관리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5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

리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남성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40대 남성

은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인 남성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인 남성은 다른 학력의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낮았으나 학력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Yim & Kim (2014)연구에서

는 남성들의 미용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5점 만점 중 전체 평

균이 3.19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남성이 미용

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F=7.33, p<0.01). Lim et al. (2017)연구에서는 남성이 학

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한 체중감량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에 종사

하는 남성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낮았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 & Youn (2007)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미용관리 행위

가 높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연구결과이다. 쉽고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은 외모가 경쟁

력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현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자기관리를 

통한 자신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찾게 되는 

부분이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남성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인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낮았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Yim & Kim (2014) 연구에서

는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남성일수록 한달에 평균 화장

품 구매에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남성이 기혼인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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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나 결혼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Yim & Kim 

(2014)연구에서 미혼 남성이 기혼 남성보다 미용관리에 대한 관

심이 높았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아무래

도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미혼 남성들이 미용관리에 더욱 관

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여부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피우는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음주여부별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남성이 마시는 남

성보다 미용관리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별로는 10-20만원 미만인 남성이 미용

관리가 가장 높았고, 10만원 미만인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미용

관리가 낮았으며,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15, p<0.05). 체형별로는 중배엽 체형의 남성이 미

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내배엽 체형의 남성은 다른 체형의 남성

보다 미용관리가 낮았으며, 체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8.45, p<0.001). Chung (2011)연구 결과에서도 외모관리

를 하는 이유로는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51.1%, 이성에게 호감을 

위해서 21.5%로 나타났다. 

Kim & Cho (2010)는 남녀 대학생의 미용관리 및 체중관리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매체의 영향력이 높고, 신체

에 대한 감시성(body surveillance)정도가 크고 외모에 대한 사

회적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미용관리에 대한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체중관리는 남녀 대학생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경우에 적극적인 체중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매체의 영향력과 함께 외모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체중관리의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 변수임을 알 수 

Table 3. Beauty care
Classification N Mean SD F or t p

Age

20s 70 2.96 0.87 

1.22 0.303
30s 70 2.83 0.75 
40s 53 2.69 0.85 
50s 50 2.91 0.72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71 2.80 0.87 

0.40 0.670Junior college graduate 69 2.92 0.73 
University graduation or above 103 2.84 0.80 

Job

Retail or service worker 35 2.98 0.85 

1.28 0.269

Office manager/civil servant 45 2.73 0.87 
Self-employed/business 24 2.91 0.64 
Student 31 3.00 0.86 
Production/technician 65 2.86 0.76 
Profession 22 2.92 0.83 
Others 21 2.49 0.71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1,000,000 won 33 2.82 0.92 

0.55 0.699
1,000,000-1,990,000 won 36 2.86 0.87 
2,000,000-2,990,000 won 90 2.77 0.77 
3,000,000-3,990,000 won 38 2.95 0.75 
Over 400,000 won 46 2.95 0.78 

Appearance of marital status
Unmarried 117 2.91 0.84 

1.04 0.301
Married 126 2.80 0.77 

Smoking
Non-smoker 125 2.95 0.78 

1.91 0.057
Smoker 118 2.75 0.82 

Drinking
Seldom drink 89 2.94 0.83 

1.23 0.222
Drink 154 2.80 0.79 

Monthly average  
beauty care costs

Under 100,000 won 169 2.77 0.79 
4.15* 0.017Under 100,000-200,000 won 32 3.20 0.68 

Over 200,000 won 42 2.93 0.86 

Body type
Endomorphy 76 2.58 0.86 

8.45*** 0.000Mesomorphy 129 3.04 0.73 
Ectomorphy 38 2.76 0.76 

Total 243 2.85 0.80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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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월평균 외모관리로 10-20만원 미만 지출하는 남성과 중배엽 체

형의 남성이 다른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높았다.

2) 웰빙지향 행동

성인 남성들의 웰빙지향 행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

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35로, 성인 남성들은 웰빙지

향 행동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인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20

대인 남성은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85, p<0.001).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인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인 남성은 다른 학력의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학생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으며,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73, p<0.01).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인 남성이 미혼인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

동이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4.14, p<0.001). 흡연여부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피

우는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높았으며, 흡연여부에 따라 유의

Table 4. Well-being oriented behavior
Classification N Mean SD F or t p

Age

20s 70 2.10 0.59 

10.85*** 0.000
30s 70 2.37 0.57 
40s 53 2.37 0.53 
50s 50 2.66 0.39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71 2.31 0.56 

0.87 0.422Junior college graduate 69 2.43 0.51 
University graduation or above 103 2.33 0.60 

Job

Retail or service worker 35 2.49 0.67 

1.79 0.101

Office manager/civil servant 45 2.37 0.55 
Self-employed/business 24 2.54 0.48 
Student 31 2.13 0.59 
Production/technician 65 2.30 0.49 
Profession 22 2.40 0.68 
Others 21 2.31 0.46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1,000,000 won 33 2.10 0.59 

3.73** 0.006
1,000,000-1,990,000 won 36 2.41 0.65 
2,000,000-2,990,000 won 90 2.28 0.55 
3,000,000-3,990,000 won 38 2.45 0.55 
Over 400,000 won 46 2.54 0.43 

Appearance of marital status
Unmarried 117 2.20 0.59 

-4 .14*** 0.000
Married 126 2.49 0.50 

Smoking
Non-smoker 125 2.49 0.51 

 4 .22*** 0.000
Smoker 118 2.20 0.58 

Drinking
Seldom drink 89 2.38 0.58 

0.60 0.552
Drink 154 2.33 0.56 

Monthly average  
beauty care costs

Under 100,000 won 169 2.32 0.55 
0.88 0.415Under 100,00-200,000 won 32 2.44 0.50 

Over 200,000 won 42 2.41 0.66 

Body type
Endomorphy 76 2.32 0.54 

0.79 0.455Mesomorphy 129 2.39 0.57 
Ectomorphy 38 2.28 0.58 

Total 243 2.35 0.56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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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보였다(t=4.22, p<0.001). 음주여부별로는 술을 거

의 마시지 않는 남성이 마시는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별로는 10-20만원 미만인 남성이 웰빙

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10만원 미만인 남성은 다른 남성보

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Jae 

& Jeon (2007)연구에서는 73.5%가 웰빙을 즐기기 위해 한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웰빙지향 행동이 높을수록 자

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형별로는 중배엽 체형의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외배엽 체형의 남성은 다른 체형의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으나 체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성인 남성들은 웰빙지향 행동이 그다지 높지 않았

으며, 연령이 50대인 남성과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남

성, 기혼인 남성,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다른 남성

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높았다.

Yoo et al. (2012)의 연구에서 웰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지출비용이 많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웰빙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본 연구 결과인 웰빙지향 행동과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웰에이징 행위

성인 남성들의 웰에이징 행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

와 같이 3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1.70으로, 성인 남성들은 웰에

Table 5. Well-aging behavior
Classification N Mean SD F or t p

Age

20s 70 1.78 0.49 

2.98* 0.032
30s 70 1.74 0.48 
40s 53 1.54 0.39 
50s 50 1.68 0.45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71 1.64 0.45 

1.84 0.160Junior college graduate 69 1.65 0.43 
University graduation or above 103 1.76 0.50 

Job

Retail or service worker 35 1.75 0.49 

2.10 0.054

Office manager/civil servant 45 1.73 0.46 
Self-employed/business 24 1.69 0.41 
Student 31 1.81 0.58 
Production/technician 65 1.61 0.38 
Profession 22 1.85 0.52 
Others 21 1.47 0.41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1,000,000 won 33 1.72 0.59 

0.85 0.497
1,000,000-1,990,000 won 36 1.71 0.48 
2,000,000-2,990,000 won 90 1.64 0.44 
3,000,000-3,990,000 won 38 1.80 0.46 
Over 400,000 won 46 1.70 0.43 

Appearance of marital status
Unmarried 117 1.76 0.49 

2 .04* 0.042
Married 126 1.64 0.44 

Smoking
Non-smoker 125 1.78 0.46 

2.97** 0.003
Smoker 118 1.61 0.46 

Drinking
Seldom drink 89 1.77 0.51 

1.92 0.057
Drink 154 1.65 0.44 

Monthly average  
beauty care costs

Under 100,000 won 169 1.64 0.46 
4.27* 0.015Under 100,000-200,000 won 32 1.73 0.39 

Over 200,000 won 42 1.87 0.51 

Body type
Endomorphy 76 1.58 0.46 

6.18** 0.002Mesomorphy 129 1.79 0.48 
Ectomorphy 38 1.60 0.35 

Total 243 1.70 0.47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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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 행위를 때때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인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40

대인 남성은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98, p<0.05). 학력별

로는 학력이 높은 남성일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인 남성이 웰에

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다른 직

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399만원인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

가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인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웰에이

징 행위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Kim & Shin 

(2018)연구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200-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부건강관리 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피부건강관리 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남성이 기혼인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04, p<0.05). 흡연여부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피우는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며, 흡연여부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7, p<0.01). 음주여부별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남성이 마시는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

으나 음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별로는 월평균 외모관리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남성일수

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며,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F=4.27, p<0.05). 체형별로는 중배엽 체형

의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내배엽 체형의 남성은 

다른 체형의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으며, 체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18, p<0.01).

이상과 같이 성인 남성들은 웰에이징 행위를 때때로 하였으며, 

연령이 20대인 남성과 미혼인 남성,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 

월평균 외모관리로 많이 지출하는 남성일수록, 그리고 중배엽 체

형의 남성이 다른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다.

Yim & Kim (2014)연구에서도 연령이 적은 남성일수록 피부

건강관리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나

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피부지식이 높으며 그에 따른 웰에이징 행

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u & Im (2015)연구에서는 

자기의식이 높으면 안면 피부관리 행동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를 통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나냈다.

3.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 및 웰에이징 행위와의 관계

1)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과의 관계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본 결과는 Table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관리는 웰빙지향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507, 

p<0.001). 따라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빙

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미용관리와 웰에이징 행위와의 관계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와 웰에이징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본 결과 Table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관리는 웰에이징 행

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614, 

p<0.001). 따라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

이징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The effect of beauty management on well-being-oriented behavior

Classification
Well-being oriented behavior

b β t p
Beauty care 0.357 0.507 9.137*** 0.000 
Constant 1.332 11.506*** 0.000 
R2 0.257
F (p) 83.491***  (0.000)

***p<0.001.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care and well-aging behavior
Classification Well-aging behavior
Beauty care 0.614*** (0.000)

***p<0.00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care and well-being-oriented behavior
Classification Well-being oriented behavior
Beauty care 0.507*** (0.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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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1)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가 웰빙

지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

증되었으며(F=83.491, p<0.001), 약 25.7% (R2=0.257)를 설

명해주고 있다. 성인 남성들의 웰빙지향 행동에는 미용관리

(β=0.507, 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빙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미용관리가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가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가 웰에

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

증되었으며(F=145.927, p<0.001), 약 37.7% (R2=0.377)를 

설명해주고 있다. 성인 남성들의 웰에이징 행위에는 미용관리

(β=0.614, 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 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북지역의 성인남성을 대상

으로 설문지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24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총 

243명 중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8.8%를 차지하였

고, 40대는 21.8%, 50대는 20.6%이었다.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5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0대 남성과 학생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고, 40대 남성은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미

용관리가 낮았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남성과 미

혼인 남성이 기혼인 남성보다 미용관리가 높았다. 월평균 외모관

리 비용별로는 10-20만원 미만인 남성이 미용관리가 가장 높았

고(F=4.15, p<0.05), 체형별로는 중배엽 체형의 남성이 미용관

리가 가장 높았다(F=8.45, p<0.001).

성인 남성들의 웰빙지향 행동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중 50대인 남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 

20대인 남성은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낮았다

(F=10.85, p<0.001). 월평균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인 남

성이 웰빙지향 행동이 가장 높았고(F=3.73, p<0.01), 기혼인 

남성이 미혼인 남성보다 웰빙지향 행동이 높았으며(t=-4.14, 

p<0.001),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피우는 남성보다 웰빙지

향 행동이 높았다(t=4.22, p<0.001).

성인 남성들은 웰에이징 행위를 때때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인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40대인 남성은 다

른 연령대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다(F=2.98, p<0.05). 

직업별로는 전문직인 남성과,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은 남성일수

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399만원

인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인 남성

은 다른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다. 미혼인 남성이 기혼

인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며(t=2.04, p<0.05), 담배

를 피우지 않는 남성이 피우는 남성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높은

(t=2.97,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로 많은 비

용을 지출하는 남성일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으며(F=4.27, 

p<0.05), 체형별로는 중배엽 체형의 남성이 웰에이징 행위가 

가장 높았고, 내배엽 체형의 남성은 다른 체형의 남성보다 웰

에이징 행위가 낮았으며, 체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6.18, p<0.01).

1.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 및 웰에이징 행위와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는 웰빙지향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07, p<0.001), 미용관리

를 많이 할수록 웰빙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미용관리

는 웰에이징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r=0.614, p<0.001),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

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The effect of beauty management on well-aging behavior

Classification
Well-aging behavior

b β t p
Beauty care 0.357 0.614 12.080*** 0.000 
Constant 0.677 7.734*** 0.000 
R2 0.377 
F (p) 145.927*** (0.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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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알

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성인 남성들의 웰빙지향 행동에는 미용관리(β=0.507, 

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빙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웰에이징 행위에는 미용관리(β=0.614, p<0.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성인 남성

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여 사회 전반적 생

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웰빙(well-being)인식과 

미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의 지역적 한계와 소수의 대상인원으로 이를 일반화 하기에 무리

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과 인원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연령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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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이명선*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대전, 한국

목적: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 행동과 웰에이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건강한 마음과 몸을 통하

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

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와 웰빙지향 행동, 그리

고 웰에이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t-test 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성인 남성들의 

미용관리는 웰빙지향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07, p<0.001)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빙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미용관리는 웰에이징 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614, p<0.001) 미용

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인 남성들의 웰빙지향 행동에는 미용관리(β=0.507, p<0.001)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성인 남성들은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빙지향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나이가 어릴수록 미용관리와 웰에이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용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고, 웰빙지향 행동이 높다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여 

사회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웰빙(well-being)인식과 미용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웰에이징 행위, 미용관리, 웰에이징, 웰빙인식, 웰빙지향행동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jeon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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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美容护理对成年男性幸福感行为和老龄化行为的影响 
 
朴栽瑩, 李明宣* 
大田大学美容健康管理，大田，韩国

目的: 通过调查成年男性的美容管理对幸福感行为和老龄化行为的影响，探索通过健康的身心找到改善生活质量
的方案。方法: 收集的数据通过SPSS程序进行分析。主要分析方法是为分析研究对象的一般特征利用频率和百
分比分析，为分析 进行单因素方差分析，t检验和回归分析以确定美容护理对健康导向和良好老化行为的功效。
结果: 成年男性的美容护理方案与健康导向和老化行为呈显着正相关（r=0.507，p<0.001; r=0.614，p<0.001）; 
更多的美容护理导致更好的健康导向和老化的行为。结论: 调查结果表明，年轻男性更关心美容护理和老龄化，
美容护理与老龄化行为和健康导向行为相关。正确的健康意识和适当的美容护理对于确保身心健康，提高整个
社会的生活水平，追求幸福健康的生活是必要的。

关键词: 老龄化行为，美容护理，老龄化，健康意识，健康导向行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