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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on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of

female workers in their 30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34 days from August 5th to September 7th 2021. Using the SPSS v.23.0

Program for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ronbach's α value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also conducted th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d effects on

happiness. Second, i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self-determination, the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and the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ompetence, which verified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self-

determination. Third, in the effects of happiness on self-determination, the external happiness ha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and the

internal happiness and external happiness in order had effects on the competence, which verified the effects of happiness on self-

determination. 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happiness on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

determination were empirically verified.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ould be needed for

female workers in their 30s to enhance their self-determination, and the self-expression w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psychological

happiness, which would be helpful for marketing activities of the beauty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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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 10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2.9%이고 이 중 30대 여성의 비중은 63.4%에

이른다. 30대 직장여성들은 직장에 헌신을 요구하는 직장문화

로 인한 갈등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대인관계의 갈등, 과다

한 업무 등에 직면해 있다(Song, 2019).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 직장인 2,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

성 응답자의 91.9%와 남성 응답자의 85.4%가 외모도 경쟁력이

라는데 동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5명 중 3명은 현재

체중관리 중이며, 체중을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모관리

(27.2%)라고 하였다(Edudonga, 2019). 

Roberts(2005)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별 성공적인 프로페셔널

이미지가 30대 직장인 여성들에게 정신적 안정감과 직무몰입

같은 심리적 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대인관계와 업무수행 능력

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조직적 성과까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업이나 특별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성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더 클수록 전략적인 외모관리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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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중요한 약속, 채용이나 승진 같은 특별

한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자신을 가

장 보기 좋게 꾸밀 것이며, 필요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할 것이

다(Yoo, 2010). 더욱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투자의 수단으

로 자신을 위한 상품과 문화생활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향

이 강해졌다(Kim, 2011).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외모를 갖고자 노력하고 타인에게 외모

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얻을 때 행복감의 수준은 더 높아진다

고 하였다(Park & Kim, 2019). 즉, 주관적인 행복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외적·내적인 만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평가되는 신체적인 매력에 대한 자신의 만

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ang, 2014). Seligman(2002)

은 진정한 행복은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행

동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이를 습관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맥락으로 Sheldon &

Lyubomirsky(2006)는 장기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요인보다는 행복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의도적 활동이 더 중

요하다고 했다(Jeong & Jeon, 2017). 이렇듯 행복은 시대와 지

역 및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핵

심적 과제 혹은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Son, 2018).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강

점과 한계점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의

힘을 인지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욕구의 충족방식을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Kim, 2010).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소인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활성화되어 탐색

행동을 비롯한 긍정적 정서 반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등이

향상된다(Kim, 2007).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에 대한 넓은

범위의 틀을 대표하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2)은 내재동기에서 외재동기로 변화하는 다

양한 동기적 요소들과 사회적 발달에 대한 개인차에 관심을 두

고 내재동기의 중요성과 개인의 안녕 및 수행의 질에 대한 연

구를 이끌어가고 있다(Uhm, 2018).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내재화 정도나 자기조절 정

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적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본다(Leem,

2017).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Shin et al.(2015)의 연구에 의하면 외모행동특성과 외

모만족도가 동료 및 고객과의 대인관계 및 직장생활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2008)의 연구에서는 피부

관리와 경락 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체형 관리와 비만 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외모 관리

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면 행복감과 연계된다고 보았다.

Jang(2014)의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hoi

(2017)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메이크업 행동을 통해서 자신감

을 높이고 변화의 즐거움과 자기표현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다고 하였으며, 네일 행동을 통해 개성과 자신감과 가치를 향

상시킨다고 하였다. 즉, 메이크업과 네일 행동이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m(2017)의 연

구에서는 자기결정성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

서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을 매개로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30대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을 매

개하여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뷰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Park, 2006), Kaiser(1990)는 외모관

리를 일컬어 ‘개인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

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의 중요성이 모두에게

인식되고 행해지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아이

미지가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서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Kim & Lee, 2007). 따라서 외모는 사

회적 행동의 하나로써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자아에 관한

정보이며, 두드러진 개인적인 특징을 지칭하며(Park, 2003) 사

회적 성공과 대인관계,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모관리

행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Kang & Park, 2017).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요인으로 외모연출관리, 외

모관심관리 2개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행복감

행복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꿈을 실현했을 때 느끼

는 즐거움이며, 쉽게 실망하지 않는 감정으로 기쁨과 평온함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였고(Russell, 1996) 대부분 행복

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행복감의 정의는 자신의 생애에

서 느끼는 만족감, 복리상태의 체험,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인

생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인 자아상 등이 충족되어 심리적으로

낙관과 희망 상태가 되어 있는 감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Roh, 2014). 이에 심리적 행복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인지적 긍정

적인 정서적 안정적 상태로 욕구 충족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유

쾌한 감정, 만족감, 도취감’ 등이다(Yang, 1998). 

심리적 행복감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Ahn et al., 2020)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 비중이 갈수록



262 J. Kor. Soc. Cosmetol. Vol. 28, No. 2, 2022

커나가고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 구성원 간에 행복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많

이 연구되고 있다(Lee, 201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

복감 요인으로 외적행복감, 내적행복감, 자기조절행복감 3개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란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

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Seo et al., 2010).

Deci & Ryan(2000)은 동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도의

차이로 보고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기결정성을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동기는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동기는 행위나 활동

그 자체가 즐거움과 목적이 되게 행동하는 것이고, 외재적 동기

는 보상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

을 위한 행동이다(Leem, 2017). 자기결정성의 구성요소이자 기

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활성화되어 탐색 행동을 비롯한 긍정적 정서적 반응, 자

아존중감, 삶의 만족 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Kim, 2007).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

을 매개로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2021년 7월 14일 차의

과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1044308-202104-HR-023-02)

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ic Question information n(%)

Age

Early 30’s 95(35.2)

Mid 30’s 101(37.4)

Late 30’s 74(27.4)

sum 270(100)

Work field

Office field 187(69.3)

Specialty field 38(14.1)

Service field 42(15.6)

Sales field 3(1.1)

sum 270(100)

Workplace 
scale

Less than 5 people 44(16.3)

5 or more – less than 10 people 43(15.9)

10 people or more 183(67.8)

sum 270(100)

Working 

experience

Less than 1 year 30(11.1)

58(21.5)1 year or more – less than 3 year

55(20.4)3 year or more – less than 5 year

127(47.0)5 year or more

sum 270(100)

Working 

position

Interns and Staff 103(38.1)

Assistant manager and Manager 149(55.2)

more than Deputy General manager 18(6.7)

sum 270(100)

Income

less than 1,800,000 won 23(8.5)

1,800,000 won or more 

– less than 2,500,000 won
109(40.4)

2,500,000 won or more 

– less than 3,500,000 won
99(36.7)

3,500,000 won or more 39(14.4)

sum 270(100)

monthly cost 

of appearance 
Management

less than 100,000 won 116(43.0)

100,000 won or more 

– less than 300,000 won
109(40.4)

300,000 won or more 
– less than 500,000 won

36(13.3)

500,000 won or more 9(3.3)

sum 270(100)

Total 2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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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7,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

본 수가 총 208명인 것을 확인한 후 온라인 설문 전문 기관 두

잇서베이(info@dooitsurvey.com)와 온라인 구글을 통해 총 270

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령은

30대 중반의 비중(37.4%)이 가장 높고, 근무분야는 사무분야의

비중(69.3%)이 가장 높고, 종사자수는 10명 이상의 비중

(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5년 이상의 비중

(47.0%)이 가장 높고, 직급은 대리 및 과장의 비중(55.2%)이 가

장 높고, 월평균 소득은 18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미만의 비

중(4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외모관리 비용은

10만 원 미만의 비중(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외모관리행동, 행복감, 자기결정성, 인구통

계학적 특성의 네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외모관리행동 척도

는 Paik(200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외모연출관리, 외모관심

관리의 두 가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Argyle(2001)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 척도를

Kwon(2008)이 번안한 Choi(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외적

행복감, 내적행복감, 자기조절행복감의 세 가지 요인을 측정하

기 위한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결정성 척도는 Kim(2020)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요인

을 측정하기 위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모관리행동 척도,

행복감 척도, 자기결정성 척도 모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1)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다음의 Table 2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측정

한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분석 방법으로 직

각회전 방식의 Varimax 방식과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기준이 1.0이상의 값을 선

택하였고, 요인적재량(Factor Roading)은 .50 이상인 경우를

유효하게 적용하였다. Bartlett의 구성형 검증을 통해 KMO

(Kaiser- Meyer-Olkin)지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 적용의 적절성

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7).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한 자료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 지수는

.826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633.992

(p<0.001)로 나타나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

임이 확인되었다. 요인1(49.732%)은 ‘외모관심관리’, 요인2

(14.329%)는 ‘외모연출관리’로 명명하였다. 전체 신뢰도 값

(cronbach’s α)은 0.824, 외모관심관리 요인의 신뢰도 값은

0.739, 외모연출관리 요인의 신뢰도 값은 0.765로 나타나 통계

적 수용이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2) 행복감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다음의 Table 3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행복감을 측정한 자료

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0.965로 나타났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Factor loading

commonality
1 2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4 I believe that appearance management is important in social life. .753 .219 .615

6 I believe it's okay to skin care or plastic surgery to the appearance management. .745 .015 .555

5 I always make sure my appearance ok before going in front of others. .667 .304 .538

7 I care to look beautiful or handsome my appearance. .637 .488 .643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1 I tend to change styles as often as possible. .007 .898 .806

2
I tend to manage my appearance by taking care of my skin and hair, wearing 
clothes, makeup, and styling my hair.

.325 .781 .716

3 I want to stand out with my good looks. .454 .636 .611

Eigenvalue 3.481 1.003
　

Distridesc ripion(%) 49.732 14.329
　

Cumulative description(%) 48.211 64.062
　

Cronbach's α .739 .765
　

Total Cronbach's α .824

KMO Measure=.826, Bartlett’s χ²=633.99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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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4647.311(p<0.001)로 나타나 측

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

에서 전체 29문항 중 2번, 8번, 10번, 26번 문항은 요인 중복 또

는 요인적재치가 충족되지 않아 제거되었다. 행복감 변인의 전

체변량은 58.6%이며 2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53.106%)은 ‘내적’, 요인2(5.526%)는 ‘외적’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0.963, 내적 요인의 신뢰도 값

은 0.943, 외적 요인의 신뢰도 값은 0.927로 나타나 통계적 수

용이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3) 자기결정성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다음의 Table 4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자기결정성을 측정

한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KMO 지수는 0.917

로 나타났고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χ2=2287.480(p<0.001)

로 나타나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이 확인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18문항 중 1번, 4번, 6번 문항은 요

인 중복 또는 요인적재치가 충족되지 않아 제거되었다. 자기

결정성 변인의 전체변량은 67.6%이며 3개의 하위요인이 도

출되었다. 요인1(45.793%)은 ‘관계성’, 요인2(13.002%)는 ‘유

능성’, 요인3 (8.776%)은 ‘자율성’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신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happi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ommonality
1 2

Internal 
happiness

4 I feel that I am especially in control of my life. .798 .249 .699

5 I feel that life is very rewarding. .782 .383 .759

20 I did a lot of what I wanted. .771 .229 .648

3 I do feel particularly pleased with the way I am. .748 .363 .691

21 I can fit in everything I want to in my life. .737 .241 .601

1 I am very happy. .705 .415 .670

24 I do have a particular sense of meaning and purpose in my life. .693 .287 .563

15 I feel fully mentally alert. .673 .420 .630

6 I like my self. .671 .417 .624

11 I do find it easy to make decisions. .623 .314 .486

25 I am always committed and involoved. .605 .355 .491

16 I do feel particularly healthy. .596 .320 .457

12 I wake up feeling rested. .568 .400 .482

External 

happiness

23 I always have a cheerful effect on others. .191 .726 .564

27 I laugh a lot. .252 .720 .582

17 I do have warm emotion on the other people. .312 .685 .567

9 I do feel interesting on the other people. .157 .675 .481

29 I find most things amusing. .483 .670 .682

14 I find beauty in some things. .444 .633 .598

22 I do have fun with other people. .422 .628 .572

19 I often experience joy and elation. .457 .626 .601

13 I feel I have a great deal of energy. .437 .622 .675

28 I do think I look attractive. .418 .570 .500

18 I have very warm feelings towards almost everyone. .448 .564 .520

7 I do have fun with other people. .481 .532 .515

Eigenvalue 13.276 1.381
　

Distridesc ripion(%) 53.106 5.526
　

Cumulative description(%) 53.106 58.632
　

Cronbach's α .943 .927
　

Total Cronbach's α 0.963

KMO Measure=.965, Bartlett’s χ²=4647.31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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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 값(cronbach’s α)은 0.892, 관계성 요인의 신뢰도 값은

0.910, 유능성 요인의 신뢰도 값은 0.890, 자율성 요인의 신

뢰도 값은 0.728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이 가능한 내적 일치

도를 나타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 통계 패

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문제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외모관리행동, 행복감, 자기결정성 각각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Mediation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소벨테스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 및 자기결

정성에 미치는 영향

1)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Table 5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외모관리행

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외모관리행동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commonality
1 2 3

relationship

18 I feel a sense of intimacy and closeness from those around me .836 .261 .030 .768

17 People around me often share their feelings with me .835 .225 .044 .750

16 People around me and I usual give and receive help each other .809 .223 .029 .706

15 I really like the people around me .762 .338 -.015 .695

14 I get along well with the people I meet .688 .427 -.029 .656

13 I feel loved and cared for by those around me .641 .482 .028 .644

competence

10 I feel that I have the ability to do the job well for me .308 .823 .084 .780

12 I feel that there are many things I do better than others .149 .805 -.078 .676

7 I feel myself very efficient and competent .241 .797 .051 .695

9 People who know me say I do a good job .350 .709 .100 .635

11 I feel I can teach others what I know .365 .682 -.015 .599

8 Most of the time I get a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what I do .365 .657 .100 .575

autonomy

3 In my daily life, I often have to do what others tell me to do(R) .091 .126 .829 .711

5
When I do something, I often follow other people's thoughts or 

processing methods rather than doing things my own way(R)
.007 -.017 .793 .629

2
I don't have many opportunities to decide for myself how to proceed 

with my work(R)
-.043 -.001 .784 .616

Eigenvalue 6.869 1.950 1.316 　

Distridesc ripion(%) 45.793 13.002 8.776 　

Cumulative description(%) 45.793 58.795 67.571 　

Cronbach's α .910 .890 .728 　

Total Cronbach's α 0.892

KMO Measure=.917, Bartlett’s χ²=2287.480, p<.001

R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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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복감의 내적행복감 요인에 5.2%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

모형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

고 있다(F=7.291, p<.01). 외모관리행동이 내적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모연출관리(β=.214**)로 나타났다. 외모

관리행동이 외적행복감에 13.5%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

의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F=20.768, p<.001). 외모관리행동이 외적행복감에 영향력

을 가진 요인으로는 외모연출관리(β=.208**), 외모관심관리

(β=.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 Kim(2019)의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내면에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는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여 심

리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Kim &

Kim(2019)은 뷰티행동이 심리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도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2)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에 미치

는 영향

다음의 Table 6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자기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외

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관계성에 10.5%의 설

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635, p<.001). 외모관리행동이

관계성에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는 외모관심관리(β=.294***)

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이 유능성에 5.7%의 설명력을 보였

고,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Table 5. Effect of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olerance VIF

internal 
happiness

(Constant) 2.492 .272
　

9.160 .000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026 .090 .021 .284 .776 .644 1.552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187 .065 .214 2.887** .004 .644 1.552

R2=.052, adj R2=.045, F=7.291**

external 
happiness

(Constant) 1.946 .238
　

8.161 .000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225 .079 .202 2.852** .005 .644 1.552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167 .057 .208 2.937** .004 .644 1.552

R2=.135, adj R2=.128, F=2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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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Effect of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self-determin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olerance VIF

relationship

(Constant) 2.177 .246
　

8.843 .000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332 .081 .294 4.072*** .000 .644 1.552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038 .059 .047 .647 .518 .644 1.552

R2=.105, adj R2=.098, F=15.635***

competence

(Constant) 2.582 .263
　

9.813 .000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124 .087 .105 1.421 .156 .644 1.552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136 .063 .160 2.166* .031 .644 1.552

R2=.057, adj R2=.050, F=8.059***

autonomy

(Constant) 2.986 .276
　

10.836 .000
　 　

appearance interest management .178 .091 .148 1.957 .051 .644 1.552

appearance styling management -.153 .066 -.176 -2.330 .021 .644 1.552

R2=.022, adj R2=.014, F=2.964 (p>.0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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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F=8.059, p<.001). 외모관리행동이 유능성에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는 외모연출관리(β=.160*)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이 자율성에 2.2%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

의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F=2.964, p>.05). 

이상을 바탕으로 Kim(2014)의 연구에서 자기애성향은 뷰티

관리와 헤어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

였고, Leem(2017)은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서 외모관리행

동이 자기결정성의 관계성과 유능성에는 정(+)의 영향으로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3) 30대 직장인 여성의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Table 7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행복감이 자기결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관계성에 63.2%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29.538, p<.001). 행복감이 관계성에 영향력을 가

진 요인으로는 외적행복감(β=.7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

복감이 유능성에 63.9%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적합

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36.722, p<.001), 행복감이 유능성에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

로는 내적행복감(β=.423***), 외적행복감(β=.415***)으로 나타났

다. 행복감이 자율성에 1%의 설명력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적

합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F=1.358, p>.05). 

이상을 바탕으로 Lee & Cha(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반 교

사의 자기결정성이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Kim & Kim(2018)은 자기조절행복이 높을수록 자기결

정성의 유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서 30대 직장인 여성

의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유능성에 부

분적으로 결과와 일치한다.

4)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을 매개로 자

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Table 8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과 자기

결정성 두 변수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X)→매개변인(M)→종속변인(Y)의

관계에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의 z-test를 실

시하였다. 먼저 외모관리행동이 내적행복감을 매개로 자기결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인 외모관리행동이 매개변수인 내적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관리행동이

종속변수인 자기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관리행동과 매개변수인 내적행

복감을 동시에 투입할 때, 종속변수인 자기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효과(β=.115)가 2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효과(β=.268)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

로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yne et al., 1994). 

Table 7. Effect of the self-determination on happiness

Dependent 

variable

variable

Independent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olerance VIF

relationship

(Constant) .856 .128
　

6.704 .000
　 　

internal happiness .047 .060 .050 .774 .439 .327 3.055

external happiness .765 .066 .753 11.616*** .000 .327 3.055

R2=.632, adj R2=.630, F=229.538***

competence

(Constant) .716 .132
　

5.438 .000
　 　

internal happiness .411 .062 .423 6.592*** .000 .327 3.055

external happiness .439 .068 .415 6.458*** .000 .327 3.055

R2=.639, adj R2=.637, F=236.722***

autonomy

(Constant) 3.074 .224
　

13.709 .000
　 　

internal happiness .172 .106 .173 1.622 .106 .327 3.055

external happiness -.135 .116 -.124 -1.163 .246 .327 3.055

R2=.010, adj R2=.003, F=1.358(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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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모관리행동이 외적행복감을 매개로 자기결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외

모관리행동이 매개변수인 외적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관리행동이 종속변수인 자기결

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

성 간의 관계에서 내적행복감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외적행

복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내적행복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Z=3.034, p<.01),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외적행복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Z=

5.853, p<.001). 

이상을 바탕으로 Kim(2021)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이

뷰티케어행동에 매개역할을 하였고, Joung(2020)은 자기결정

성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도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행복감

은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30대 직장인 여성의 자기결정성 증진 및 뷰티산업

의 활용 기초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외모관리행동이 이들의 자

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각 요인별 상호관련성을 확

인하였고 외모관리행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계성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외모관심관리,

유능성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중 외모연출관리로 정적

(+) 영향으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관계성에서는 외적행복감, 유능성에서는 내적

행복감과 외적행복감 순으로 나타나 행복감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모관리행동과

자기결정성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실증적으로 검

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대 직장인 여성은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모관리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발전 및 동료들 간의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활동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외모관리를 통해 자기관리를 주도

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로 판단되며 자기를 표현함으로서 심

리적인 행복감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 나아가 뷰티산업의 마케

팅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의 표집 범위가 서울 및 수

도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해본다.

Table 8. Happiness Mediating Effect Analysis

Division Step β t Sig. F R²
Mediating 

effect result
sobel z-test

(p)

Independent 
variable : 

Appearance 

management(X)

1 Step

X→M

(Constant) 9.515*** .000
12.519*** .045 ○

3.034**

(.002)

X .211 3.538*** .000

2 Step

X→Y

(Constant) 14.709*** .000
20.804*** .072

.072 ○
X .268 4.561*** .000

3 Step

X,M→Y

(Constant) 9.830*** .000
partial 

mediation
X .115 2.819** .005 20.804*** .072

M .727 17.870*** .000 182.435*** .577

Independent 

variable : 
Appearance 

management(X)

1 Step

X→M

(Constant) 9.154*** .000
41.692*** .135 ○

5.853***

(0.0)

X .367 6.457*** .000

2 Step

X→Y

(Constant) 14.709*** .000
20.804*** .072 ○

X .268 4.561*** .000

3 Step

X,M→Y

(Constant) 10.560*** .000
complete 

mediation
X -.029 -.734 .463 20.804*** .072

M .810 20.544*** .000 237.762***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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