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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for Semi-permanent

Makeup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dvisor : Jung-Heon Lee, Ph.D

Dept. of Beauty and Cosmetic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eo-Hyun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customer’s

perceived service quality for semi-permanent makeup on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in relation to the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530 male and female

customers more than 20s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surveyed.

Statistical processing of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in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perceived quality of service on semi-permanent makeup on

customer’s self-esteem was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for semi-permanent makeup, treatment

techniques, treatment specialists and procedur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mong them, the effect on the self-esteem was shown in the order of

procedure experts, procedure processes, and procedure techniques.

Second, the effect of customer’s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stomer’s self-estee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ird, the effect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on semi-permanent makeup on

customer’s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for semi-permanent makeup, the treatment

technique and procedure process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m, the influence on the customer’s life satisfaction was

shown in order of procedure technology and procedure processes.

Fourth,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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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verific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for semi-permanent makeup,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and there was also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effect

of procedure processes on life satisfaction.

Combining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semi-permanent makeup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if they have

confidence in the skills and the semi-permanent cosmetic procedure, the customers

will be more self-esteeming and will ultimately enhance their satisfaction in thei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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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녀노소의 아름다움은 본인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되었다. 외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

가 되었으며, 특히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은 얼굴형태와 눈썹, 눈,

입과 같은 세부 요소들의 좌우대칭이나 균형에 의해 그 이미지가 결정된다.1) 자신

의 개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며,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눈썹이 가지

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눈썹이 없거나 눈썹이 중간에서 꼬리까지 눈썹 모가 없

는 경우 심리적으로 외모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콤플렉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외모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모가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메이크업과 문신이 융합된 반영구 화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미 동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대중화 되어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미용 산업이

되었다. 반영구는 국내·외에서 의료분야에 해당되는 모호한 경계와 재료의 안정성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한때 과도기를 겪게 되었지만 현재는 천연색소 사용으

로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해지는 등 안정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점차 시장이

확산되어지고 있다.2) 색소의 경우 인체안정성이 검증된 반영구화장색소 NKI에서

생산하는 반영구화장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연구원에서 철

저한 위해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자가검사(유해성분 테스트, 무균 테스트, 용기

누수 및 강도 테스트, 용량 테스트 등)를 실시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반

영구 전문샵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피부상태를 확인하며 바늘

(needle)에 색소를 찍어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피부의 표피층에 색소를 미세하

게 스며들게 하며 색을 입힌다. 반영구화장시에는 고객의 건강상태, 안전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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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다. 반영구 화장은 현대 여성들에게 미용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물론

이고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과 얼굴이나 신체 중의 흉터 및 수술자국 등을 제거

하는 다양한 성형술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듯 반영구화장을 통한 외

모관리는 점차 보편화되어 젊은 층과 여성 층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과 남성들

에게도 점차 확대추세에 있다. 이러한 화장은 단순히 외모향상과 같은 신체적 효

과 뿐 아니라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효과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여러 선행연

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화순(2002)3은 화장 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장 후 대인관계

에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밝힘으로써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임미연(2005)4는 화장 행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장 행동에 따른 지각된 외모개선이 대인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서윤(2010)5 또한 화장을 통한 외적 이미지 관리

행동이 심리적 자신감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안혜민(2011)6은 미용 및 화장 관련 행동이 심리적 혜택의 요인 가운

데에서 신체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미용 및 화장 관련 행동에 따른 외모향상이 자

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 패션, 헤어스타일 연출, 성형

수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외적 이미지 관리행동은 개인의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반영구화장 서비스 또한 앞서 언급한 헤어, 화장 헤어스

타일 연출, 성형수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외적 이미지 관리행동과 마찬가지로

외적 이미지 관리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영구화장 서비스 역시 시술 후

피시술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영구화장 서비스에 따라 외모향상 및 외모만족에 따른 개인의 자존감인 자아

존중감 향상 및 나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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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었으나, 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기법과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및 실

태에 국한하고 있으며,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만족도 혹은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모향상 및 외모만족에 따른 개

인의 자존감인 자아존중감 향상 및 나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가 반영구화장에 적용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이 자아존중

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이들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자아존중감과 나

아가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 반영구화장이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을 조사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서비스품질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

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본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기술하였고,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서 먼저, 반영구

화장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법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변수인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 및 주요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관한 부분으로서 본 설문조사 대

상, 연구모형과 이에 따른 연구가설,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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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4

장은 본 연구의 결과부분이며, 설문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및 연구가설

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으로

연구의 내용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선행연

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행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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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Makeup)

(1)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Makeup)의 개념

화장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집트인

들은 자연재료로 염료를 만들어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바르며 아름다움과 신

분을 나타냈다. 기원전 3000년전 이집트에서는 찌르는 문신에 의한 몸치장을

하였다.7) 이집트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에서 영적 치료의식에 문신을 사용하였다.

1980년에는 문신의 발전과 함께 반영구화장이 세계 미용 분야에 새로운 메이크

업분야로 도약하며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두피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반영구 화장은 한 두 번의 시술로 오랜기간 지속적인 화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외모관리 행동의 하나로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여

성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여성 사회진출이 보편화된 지금은 현시대적 요구에 따

른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눈썹의 단점을

보완하며 눈썹 결을 살려 이미지 변화에 효과를 준다. 반영구화장은 인체에 무

해한 색소를 사용하며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쳐 피부톤과 눈동자색 얼굴형과 머리

색깔에 맞추어 눈썹의 모양과 형태의 조화를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반영구화장

이 자연스럽게 색깔이 탈색되므로 유행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재 시술이

가능하다.

한편,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 피하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영구화장 시

술은 피부상태를 확인하며, 바늘(needle)에 색소를 찍어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

에 피부의 표피에 색소를 미세하게 스며들게 하며 색을 입힌다. 반영구화장시

에는 고객의 건강상태,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시술한다.

반영구화장은 문신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미-퍼머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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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up)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천연색소를 사

용하여 피부표피와 진피층 상부에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피부 결을 살려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화장술이다. 반영구화장은 강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 물

이나 땀에 지워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8)

메이크업에 의존하던 화장술에 도구를 이용하여 눈썹, 아이라인, 입술, 두피,

헤어라인, 미인점, 흉터자국을 색소를 착색시켜 반영구화장시술을 한다. 반영구

화장시술에는 피부상태에 따라 건성피부, 지성피부, 중복합성피부, 중성피부, 붉

은피부 등 다양하다. 고객이 건성인 경우 각질이 두꺼워 약간에 힘을 주며 강

도를 조절한다. 특히 지성피부인 경우 기름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 손의 강도를

낮추며 부드럽게 깊지 않게 시술한다. 잘못할 경우 색소가 피부에 퍼짐현상이

있을 수 있다.9)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라 불리며, 미국에서는 세미퍼머넌트 메

이크업(Semi-permanent makeup) 유럽에서는 컨투어 메이크업(Conture

makeup), 일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 독일에서는 롱타임 메이크

업(Long time makeup)이라 불린다. 반영구화장은 세안 후 가장 자연스러운 생

기를 부여해주며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화장을 쉽게 할수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자신감 회복에 중점을 두는 화장이다. 반영구화장은 미용적인 부

분과 의료적인 측면을 포함한 특수 미용분야이다. 작은 미세바늘이 모여 만들

어진 니들을 사용하여 침습적인 시술로 의료적인 측면과 외관상 아름다움을 추

구할 수 있는 미용적인 측면도 있다. 신체 결점이 있는 부분을 간단한 시술로

커버할 수 있으며, 시술시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안전하

고 효과적이다.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

구이다. 현대인들은 매력적인 이미지 변신을, 자신의 외모의 변화를 통해 자신

감을 얻고, 나아가 외모로 인한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다. 여성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자신의 외모가 예뻐 보이려고 성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성형은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영구화장은 간단한 시술로 짧은 시간에 외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7 -

메이크업은 지속력이 짧지만, 반영구화장은 1년에서 길게는 3년 유지력을 가

지고 있으며, 화장시간 단축과 생얼을 연출할 수 있어 편리성과 유용성에 좋다.

반영구화장은 천연색소를 사용하여 얼굴과 신체 결점을 커버하고, 시술은 표피

에서 니들을 사용하여 손의 각도는 90°이며 0.1mm 깊이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

술로 니들로 인한 통증은 많이 느끼지 못한다. 피부의 재생주기는 28일 평균 3

주에서 4주 사이 리터치를 한다. 반영구화장은 문신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졌지

만, 메디컬 반영구 미용화장과 의료적인 부분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개념이 확

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2) 반영구화장의 종류

1) 눈썹

눈썹의 종류에는 기본형 눈썹, 둥근 눈썹, 각진 눈썹, 일자형 눈썹, 물결형

눈썹, 아치형눈썹, 화살형 눈썹, 아래로 처진 눈썹 등이 있다. 눈썹은 얼굴 윗부

분 상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인상에 영향을 준다. 기본형 눈썹은 동양인

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다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눈썹

이며,11) 모든 얼굴형에 무난하다. 일자형 눈썹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평행선

을 이루는 눈썹이다. 얼굴이 어울린다. 둥근 눈썹은 부드러운 라운드를 이루며

이마가 넓거나 각진 얼굴형에 잘 어울린다. 아치형 눈썹은 라운드형을 그리며

위로 꺾이며 내려오는 눈썹으로 샤프함이 느껴지며 둥근 얼굴에 어울린다. 각

진 눈썹은 눈썹 산이 있어 남성의 얼굴에 잘 어울리며 힘이 있어 보이고 15°

각도로 내려 샤프한 느낌을 준다. 물결형 눈썹은 길게 물결이 흐르듯 보이며

눈의 모양을 잡아주며 이마를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 삼각형 얼굴에 어울린

다. 화살형 눈썹은 눈썹머리보다 끝부분이 올라간 눈썹으로 개성 있고 강단이

있어 보이며 둥근 얼굴형에 어울린다. 아래로 처진 눈썹은 눈썹머리에서 눈썹

산부분이 내려오며, 우울한 느낌을 주어 눈썹 산과 평형을 이루는 기본형눈썹

으로 시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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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inds of semi-permanent makeup

Fig. 2. Examples of embo eyebrow

출처 : S뷰티

Fig. 3. Embo eyebrow, woman, 30s

출처 : S뷰티

2) 아이라인

아이라인은 눈을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눈이 크고

아름답게 만들며 눈매를 길어 보이게 하며 깊이감을 준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는 현상으로 눈두덩이 내려오는 것을 아이라인 시술을 하면

보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교한 시술이어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반영구

화장시술에서 가장 효과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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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of eye line

출처 : S뷰티

Fig. 5. Eye line, woman, 20s

출처 : S뷰티

3) 헤어라인

헤어라인은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넓은 이

마와 숱이 적은 이마, M자형 이마, 높은 이마교정에 좋으며 얼굴이 축소해 보

이는 효과가 있다. 머리카락의 색상과 비슷한 색소를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머

리숱과 같은 느낌으로 보완해 주는 시술이다. 국내에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있

고 젊은 여성과 남성들도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인구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헤어라인은 교정만으로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12)

Fig. 6. Examples of hair line

출처 : S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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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ir line, woman, 30s

출처 : S뷰티

4) 입술

입술이 작거나 큰 경우 입술 구각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 입술라인을 교정

할 수 있다. 옅은 입술은 선명하게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입술에

색소를 입히며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입술을 만들 수 있다. 좌우 눈동자 안쪽

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위치를 입술의 길이로 자연스러운 입술모양을 만든

다. 입술의 두께는 위아래 2:3일 때 이상적이다. 입술 시술시 피부톤과 입술상

태, 취향 등을 고려하여 색상과 디자인이 이루 워 져야한다.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와 볼륨감도 중요하다.13)

Fig. 8. Examples of lip line

출처 : S뷰티

Fig. 9. Lip line, woman, 40s

출처 : S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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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피

두피는 두부표면을 둘러싸며 두부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조직이다. 앞쪽

과 측면의 얼굴, 뒷면의 목에 의해 경계가 되는 머리 부분에 위치한다. 두피는

외상으로 인해 빈공간이 있는 분,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숱이 가늘고 적은 경우

시술할 수 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해 머리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Fig. 10. Examples of head skin

출처 : S뷰티

Fig. 11. Head skin, man, 50s

출처 : S뷰티

6) 미인점(beauty dot)과 타투(Tattoo)

미인점은 밋밋한 얼굴에 포인트를 얼굴 특정 부위에 점을 찍으면 한층 매력

있고, 묘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 주로 콧등, 콧끝, 눈밑, 볼, 턱 주변에 점을

찍는다. 특히 영화 ‘관상’과 연예인들에 의해 알려지며 미인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타투는 손목이나 팔의 안쪽 어깨 발등 쇄골라인에 새긴다. 요즘 젊은 층

에서 인기가 있으며 매력 포인트를 주기 위해 시술을 한다. 타투는 문신으로부

터 시작되어 젊은 층에서 유행처럼 멋과 개성을 연출하는 하나의 미적인 부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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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amples of beauty dot

출처 : S뷰티

Fig. 13. Beauty, woman, 30s

출처 : S뷰티

Fig. 14. Examples of tattoo

출처 : S뷰티

Fig. 15. Tattoo, woman, 30s

출처 : S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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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위생관리]

① 반영구화장의 위생과 소독은 철저히 잘 관리해야하며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② 반영구화장기구는 고객에게 쓰이기 때문에 시술전후 소독을 한다.

③ 바늘은 멸균(EO Gas/이오가스),Gamma Ray(감마),Steam(증기)처리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④ 머신과 펜대에서 사용한 일회용 니들을 제거하여 날카로운 제품들은 유해물

질 전용 쓰레기통에 버린다.

⑤ 사용된 기기들은 신속하게 세척한 후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해 둔다.

⑤ 시술자는 사용된 니들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다.

⑥ 반영구화장에 쓰였던 일회용 커버들은 시술이 끝나면 바로 폐기한다.

(3) 반영구화장의 시술기법

반영구화장의 표현기법에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는데, 기술별로 다양하게

분류하면 도구, 시술기법에 따라 펜(pen) 기법, 머신(machine) 기법, 콤보

(combo) 기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5).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은 엠보기

법, 콤보기법, 수지기법, 그라데이션 기법, 3D기법, 4D기법, 페더링기법 등 다양

한 혼용 방법이 복합되어 명칭을 쓰고 있다. 시술기법을 보면 펜기법은 수지

기법과 엠보기법을 사용하며 수지펜대와 엠보 펜대를 사용하여 점과 선을 표현

한다. 머신기법은 파스텔기법과 페더링 기법이 사용되며 디지털머신을 사용하

여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한다. 콤보기법은 파스텔과 엠보

수지와 엠보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한다. 파스텔+엠보는 디지털머신에 1P를 사

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며 시술하고 그 위에 엠보를 사용하여 선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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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쁘게 만들어 준다. 수지+엠보는 1P니들과 수지펜대를 사용하여 수지로 점

을 만들어 음영을 넣어준다. 눈썹끝은 진하게 표현하고 눈썹 중간은 보통으로

눈썹머리는 연하게 표현해준다.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만들어지면 엠보기법을

사용하여 선으로 결을 예쁘게 만든다.

반영구화장 표현기법에 대한 설명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각 부위별 시

술사례와 사용도구는 Table 2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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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ression technique of semi-permanent makeup

구분 표현기법 설명 비고(사용도구)

머신

기법

파스텔(화장)

기법

니들과 캡이 장착된 디지털 머신

또는 아날로그 머신을 사용하여

일정속도로 상하 운동, 니들을

통해 피부 표면에 색소를 주입시

킴. 주로 화장눈썹, 아이라인, 입

술, 미인점 등에 시술 디지털식 머신,

아날로그식 머신페더링(임플란트)

기법 IP니들이 장착된 디지털 머신으

로 한올 한올 눈썹을 선으로 그

려 넣은 기법, 주로 자연눈썹 시

술

펜기법

수지 기법
수지펜대에 IP, 3P, 5P, 13P, 19P

의 라운드(round) 또는 듀얼

(dual) 니들을 이용 점기법으로

수작업시술, 주로 새도우

(shadow) 눈썹, 헤어라인, 미인

점 등에 시술

3R, 5R, 9R, 17R,

W마이크로, 메그

넘

엠보 기법 14~21개로 이루어진 사선 또는

라운드 니들이 장착된 엠보 펜대

을사용하여 눈썹 결을 그려 넣는

기법, 주로 자연눈썹, 헤어라인

등에 시술

사선형, U형

콤보

기법

파스텔+엠보
머신과 니들을 사용하여 파스텔

기법과 엠보 기법의 복합적으로

자연 눈썹에 화장한 듯한 눈썹으

로 표현

1P, 3P, 사선형,

U형

수지+엠보

수지 기법과 엠보 기법의 복합적

인 적용을 통해 자연눈썹에 파스

텔 느낌표현

3R, 5R, 9R, 17R,

W마이크로, 메그

넘, 사선형, U형

출처 : 정유진 뷰티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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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 of semi-permanent makeup treatment

시술종류 시술 전(前) 시술 후(後)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미인점

출처 : SJN 뷰티스쿨, S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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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영구화장의 시술실태

반영구화장은 동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아시아권의 나라에서는 전문분야로

채택되어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각광받

고 있다. 미국의 시장을 살펴보면, 반영구화장기관과 전문샵에 재료를 공급해

주는 기관이 148,000개에 달하며 국내 시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희

균, 2005).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

인 규제를 하지 않으며 본국의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시술이 가능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영구화장이 의료법에 해당되어 법적 제재를 받고 있

다. 시술 시 사용하는 안정제와 침습적 시술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샤트(SHAT) 미용기법이 탄생하여 2019년부

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샤트 미용기법은 김정은 대표가 출시하였으며,

마이크로 디스크 니들이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 120˚를 유지하는 탄성 스트랩을

사용한다. 안정제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도구이다. 반영구화장은 실질적으로

시술하는 행위자 중 의료인이 거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위를 할 수 없다.16)

한편, 반영구화장은 2016년 매스컴과 K뷰티가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미용

인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많은 기술을 연계하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현행 법률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함께 급성장하여 산업

기술의 한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반영구화장시술을 의료 행위

로 판단한 27년의 판례로 오늘날까지 반영구화장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019년 10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한 바 있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눈썹, 아이라

인 등 문신 시술을 미용업소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인터넷기사 이투데

이 Channel5 검색). 반영구화장은 미적인 관점이 많아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

가에 의해 시술할 경우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술로서 시술 장소가 전문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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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반영구 전문샵,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 등 기타의 장소에서 의료인의 시술,

이 아닌 반영구화장 전문샵에서 시술빈도 및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생을 위해 반영구화장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워져 시술

자와 피시술자가 건강을 지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반영구 합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인터넷:powered by

MEDI:GATE NEWS)

2. 자아존중감(Self Esteem)

(1) 자아존중감(Self Esteem)의 개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신 스스로 가치 있는 것, 자신은 존경받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Nathaniel & Branden(1992)은 자아

존중감이란 개개인이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

하고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이며, 또한 자

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

으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은영

(2009)18)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속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치있

는 존재로 여기는지, 얼마나 바람직하게 여기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소애

(2016)19)은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

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아존중감을 개념화하였

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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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와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인식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불

안, 타인에 대한 주눅 등이 낮으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자신의 가

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낮아져서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자아존중감(Self Esteem)의 중요성

개인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이란 매우 중요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정신적인 건강 및 삶의 질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채주(2001)20)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

하고, 긍정적 마인드와 함께 적응력이 좋고, 어떠한 일에 대해 확신 및 자신감

을 가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적은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자

는 자신에 대해 열등감이나 불확실한 사고를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

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고

효과적인 사회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하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자기 자신의 통제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방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진취적이면서 활력

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

을 무가치하고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자아학대를 통해 열등감을 가짐으로써 자기

부정이나 자아경멸 등의 자아불만족에 이르게 되어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소극적

생활태도를 보이게 된다.21)

양선화, 이신숙(2009)22)은 자아존중감을 2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사회적 인식

에 의해 반영된 평가인 외부 자아존중감(external self-esteem)과 개인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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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개인 스스로의 능력평가인 내부 자아존중감(internal self-esteem)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이 가치 있

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각하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삶의 전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는 것은 그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존감의 힘은 개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들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해주며, 이때 개인의 삶은 생산적

이고 사회에 유익한 의미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23)

이상에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자신의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자신이 존경받는다는 믿음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활동성 있고 진취적이며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사

고를 가진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성이 떨어지

며,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와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되고, 인간의 행동 특성과 사회성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특징을 가진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인식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과 삶의 만족감,

가정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삶의 만족(Satisfaction in Life)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여러 측면에서 탐구되어 왔

다. 삶의 질이란 용어는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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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같은 유사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Neugarten et al.(1961)의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초

기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객관적 생활환경인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의 조건

을 반영한 사회지표 개념으로 평가했으나, 최근에는 ‘행복한 삶’ 또는 ‘좋은 상태

의 삶’의 의미로 파악하면서 삶의 경험과 관심영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

는 주관적·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4)

Kalish(1975)25)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

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은 물론 생활사

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Medlely(1976)26)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정의하고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기대가 형성되므로 생활 만

족도를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보았다.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인류가 추구하여 온 보편적인 가

치이며, 인간에 대한 삶의 내용을 다루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관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

다. 또한 생활 만족도는 주관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행복,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같은 요인들을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정신적 행복과 같은 생활 만족을 평가하는 것은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삶의 만족

에 관한 개념은 삶의 질이란 용어와 같이 사용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개

념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삶의 질이란 용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 함축적,

그리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국가 또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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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주관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척도구성을 위한 합의된 원

칙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George(1980)27)는 어떤 개인이 평소 원하던 것과 실제로 성취한 것을 상호

비교하여 본인의 전반적인 존재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가

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28)(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만족도 정도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

하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다.

또한, 이현진(2015)의 연구29)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교육수준, 가족과의 동거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 총소득, 주거 점유형태,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갈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가구주와 함께 살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다

고 생각할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족갈등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희, 김연화, 고진선(2011)의 연구30)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가 적고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객관적 측면인

수경제적 수입, 재산,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수준 등의 요인보다 주관적 측면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난 바 있다.

인간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는 일상생활을 거치면서 느끼고 인식하는 정서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생활환경속에서 발달하고 조성된 일련의 욕구수준과

만족도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삶의 대한 만족도는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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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성된다. 생활환경에서 지원하는 자원이

클수록 욕구를 실현하는 개연성이 클 것이며 환경이 낙후될수록 욕구좌절의 개

연성이 클 것이다. 욕구의 실현도가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욕구 좌절이 클수록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이

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

4. 선행연구

(1)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아영(2007)31)은 청소년의 외모콤플렉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

였는데, 그 결과, 외모콤플렉스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콤플렉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모콤플렉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스스로 인지하는 외모콤플렉스와 타인의

의한 외모콤플렉스가 자아존중감 모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혜(2011)32)은 여자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경희(2013)33)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안선영(2018)34)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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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중학생의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이 외모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높아진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소영(2019)35)는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

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들 간에는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외모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이 외모만족도가 낮은 대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

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 외모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박혜원(2013)36)은 20대～30대 여성들의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외모만족이 삶의 만족과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모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김해선(2017)37)은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외모만족도는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높은 만족은 사회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

으킨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오성심(2019)38)은 성인여성의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따라서 외모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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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2020)39)는 성인남녀들의 외모관리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

(+)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외모관리행동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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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열흘 간 실시하였고, 총 설문지 530부 가운데 응

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을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자료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에 협조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본 연

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법

에 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현장방문 및 모바일 설

문에 의해 수행하였다.

Table 3. Summary of the survey

조사기간 2020. 3.23～3.31

모집단 전국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

표본 집단 광주광역시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 509명

통계분석 설문부수 총 530부 가운데 유효한 설문지 509부

설문조사방법 자기기입법(현장 방문+모바일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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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 변인을,

종속변인으로는 삶의 만족 변인을 설계하였다. 또한,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자아존중감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

된 서비스품질의 경우 왕함예(2011)의 연구40) 등을 참고로 하여 시술기술, 시술

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제품 등 4개 요인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자아존중

감 및 삶의 만족 변인의 경우 모두 단일 요인 화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H1

H3

H2

H4

반영구화장

지각된 

서비스품질

▪ 시술기술

▪ 시술전문가

▪ 시술절차

▪ 시술제품

Fig. 16.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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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본 연구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

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

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

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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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본 연구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해 소비자인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시술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용 화장품의 품질을

의미한다. 왕함예(2011)40), 박은주(2017)의 연구41) 등을 참고하여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평정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구화장에 대해 소비자인 피시술자

가 지각하는 서비스품질 요인인 시술기술, 시술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용 화장

품의 품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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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반영구화장 소비자들이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황지혜(2010)의 연구42)와 함명선(2011)의 연구43)

등을 참고하여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구화장에

대해 소비자인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3)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은 반영구화장 소비자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전반적

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황지혜(2010)의 연구42)와 함명선(2011)의 연구43) 등

을 참고하여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반영구화장에

대해 소비자인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4. Measuring tools of the study

변수 하위요인 출처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시술기술

-왕함예(2011)

-박은주(2017)

시술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제품

자아존중감 단일 요인 -황지혜(2010), 함명선(2011)

삶의 만족 단일 요인 -황지혜(2010), 함명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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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0.5 이상, 고유치(eigen value)는 1.0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반영구화

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정과 일원변

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후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 .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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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이 전체 응답자는 509명이

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는 343명(67.4%), 남자는 166명(32.6%)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는 135명

(26.55%), 30대는 76명(14.9%), 40대는 122명(24.0%), 50대는 107명(21.0%), 60

대 이상은 69명(13.6%)이었다. 다음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모름이 51명(10.0%), 알고 있음이 358명(90.0%)이었고,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여부는 있음이 343명(67.4%), 없음이 166명(32.6%)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이 있는 343명을 대상으로 시술 부위를 알아본

결과, 눈썹은 227명(66.2%), 아이라인은 74명(21.6%), 기타는 42명(12.2%)이었

고, 시술 장소는 반영구 전문샵은 209명(60.9%), 미용실은 64명(18.7%), 병원은

27명(7.9%), 출장방문은 43명(12.5%)이었고, 시술 이유는 화장시간 절약은 83명

(24.2%), 콤플렉스 보완은 110명(32.1%), 유행스타일은 58명(16.9%), 자신 이미

지 관리는 92명(26.8%)이었다.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이 없는 166명을 대상으로

시술 의향 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19명(11.4%), 보통은 51명(30.7%), 그

렇지 않다는 96명(57.8%)이었고, 시술받을 시 의견은 시술자 조언 중심은 46명

(27.7%), 나의 의견 중심은 48명(28.9%), 시술자와 공동은 72명(4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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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구분 N %

성별
여자 343 67.4

남자 166 32.6

연령

20대 135 26.5

30대 76 14.9

40대 122 24.0

50대 107 21.0

60대 이상 69 13.6

반영구화장 인지 여부
모름 51 10.0

알고 있음 458 90.0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여부
있음 343 67.4

없음 166 32.6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있음

(N=343)

시술 부위

눈썹 227 66.2

아이라인 74 21.6

기타 42 12.2

시술 장소

반영구 전문샵 209 60.9

미용실 64 18.7

병원 27 7.9

출장방문 43 12.5

시술 이유

화장시간 절약 83 24.2

콤플렉스 보완 110 32.1

유행스타일 58 16.9

자신 이미지 관리 92 26.8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없음

(N=166)

시술 의향 여부

그렇다 19 11.4

보통 51 30.7

그렇지 않다 96 57.8

시술받을 시

의견

시술자 조언 중심 46 27.7

나의 의견 중심 48 28.9

시술자와 공동 7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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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예비분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변수별 설문 문항에 대해 직각회전(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의 기준이 되는 고유값(Eigenvalue)

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으로 정하였고, 요인분석을 반복하면서 0.5

가 넘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각각의 요인별로 묶여진 문항에 대해

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계수를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1)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의 16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한 결과,

4개의 문항은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으로 나타나 제외시켰다. 그 결과 표본

적합도를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961, 요인분석의 적합성

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6048.688, df=66, p<.001로 요인분

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

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 시술제품

Cronbach's =.941, 시술기술 Cronbach's =.899, 시술전문가 Cronbach's 

=.825, 시술절차 Cronbach's =.892로 모두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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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tool for service quality of

semi permanent makeup

항목
시술

제품

시술

기술

시술

전문가

시술

절차

16. 반영구화장 제품을 신뢰 할 수 있을 것

같다.
.799 .232 .251 .304

15. 반영구화장 제품의 가격 수준은 매우 합

리적 일 것 같다.
.790 .342 .293 .233

14. 반영구화장 제품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일

것 같다.
.739 .372 .285 .286

13. 반영구화장 제품의 품질이 좋을 것 같다. .672 .368 .330 .379

1.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내가 원하는 스

타일로 능숙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358 .775 .306 .245

2.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
.363 .771 .291 .271

3.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나를 위해 능력

발휘에 최선의 기술을 발휘 할 것 같다.
.349 .523 .438 .435

5.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언제나 나를 반

갑게 맞이해 줄 것 같다.
.247 .333 .780 .289

7.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나에게 신경을

써 줄 것 같다.
.411 .262 .738 .237

9.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반영구화장 시술

절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을 것 같다.

.354 .271 .257 .809

10.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시술 절차대로

시술을 해 줄 것 같다.
.369 .369 .468 .565

11.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적정 시간에 시

술 절차를 마 칠 것 같다.
.513 .288 .373 .538

고유값 3.396 2.385 2.286 2.098

분산 설명력(%) 28.301 19.874 19.049 17.482

Cronbach's  .941 .899 .825 .892

KMO=.961, Bartlett's test=6048.688(p<.001), d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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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자아존중감의 1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한 결과, 표본 적합

도를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850,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

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1765.481, df=45, p<.001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1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

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850으로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tool for self-esteem

항목 자아존중감

2. 나는 좋은 장점(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731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723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709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680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54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631

4. 나는 대부분의 일을 다른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다. .618

*9. 나는 가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610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07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03

고유값 4.334

분산 설명력(%) 43.343

Cronbach's  .850

KMO=.880, Bartlett's test=1765.481(p<.001), df=45

*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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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만족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삶의 만족의 2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한 결과, 8개의 문항

은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으로 나타나 제외시켰다. 그 결과 표본 적합도를 검

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907,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2099.320, df=66, p<.001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1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고, 모든 항목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은 충

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삶의 만족의 Cronbach's 

=.877로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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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tool for life satisfaction

항목 삶의 만족

8. 나는 내 자신이 좋다. .732

15. 나는 원기왕성 할 정도로 활력이 있다. .708

6.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스럽다. .705

10. 나는 항상 의욕적이다. .698

19. 나는 자유스럽고 편하다. .695

17.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695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모두를 다 할 수 있다고 느낀다. .687

12. 나는 낙천적이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643

1. 나는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 .598

3. 나는 쓸모가 있는 존재이다. .587

*16. 나는 나의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544

*20. 나는 항상 우울하다. .535

고유값 5.158

분산 설명력(%) 42.982

Cronbach's  .877

KMO=.907, Bartlett's test=2099.320(p<.001), df=66

*역 문항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

스품질,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술기술(F=9.350, p<.001), 시술전문가(F=5.829, p<.001),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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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F=8.530, p<.001), 시술제품(F=10.320, p<.001), 서비스품질(F=10.290, p<.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품질과 하위 요인인 시술기술, 시술전문가, 시술절

차, 시술제품 모두 30대 이하(20대, 30대)가 40대 이상(40대, 50대, 60대 이상)보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시술전문가(t=-2.379, p<.05), 시술제품

(t=-2.107, p<.05), 서비스품질(t=-2.04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

스품질과 하위 요인인 시술전문가, 시술제품은 반영구화장에 대해 알고 있는

피시술자가 모르는 피시술자보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영구화장 시술 이유에 따라서는 시술제품(F=4.302, p<.01), 서비스품질

(F=2.80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품질과 하위 요인인 시술제

품은 유행스타일이 가장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이 높고, 화장시간 절약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 시술받을 시 의견에 따라서는 시술기술(F=3.661, p<.05), 시술제품

(F=6.216, p<.01), 서비스품질(F=3.96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품

질과 하위 요인인 시술기술, 시술제품은 시술자 조언이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이

가장 높고, 시술자와 공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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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ervice quality differences of semi permanent makeup a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시술기술

시술

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제품

서비스

품질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여자 4.25 0.90 4.35 0.84 4.30 0.82 4.17 0.93 4.25 0.82

남자 4.28 0.81 4.33 0.84 4.27 0.83 4.18 0.92 4.25 0.79

t(p)
-.440

(.660)

.234

(.815)

.425

(.671)

-.091

(.928)

-.004

(.996)

연령

20대 4.53b 0.71 4.57b 0.65 4.51b 0.67 4.45b 0.80 4.50b 0.66

30대 4.53b 0.73 4.51b 0.80 4.57b 0.61 4.53b 0.71 4.54b 0.64

40대 4.11a 0.83 4.24a 0.84 4.14a 0.86 3.97a 0.97 4.09a 0.83

50대 4.08a 0.97 4.20a 0.94 4.12a 0.95 3.97a 0.98 4.07a 0.89

60대 이상 3.98a 1.00 4.12a 0.93 4.07a 0.87 3.93a 0.96 4.01a 0.87

F(p)
9.350***

(.000)

5.829***

(.000)

8.530***

(.000)

10.320***

(.000)

10.290***

(.000)

인지

여부

모름 4.03 1.02 4.04 0.98 4.10 0.96 3.88 1.08 4.00 0.95

알고 있음 4.28 0.85 4.38 0.81 4.31 0.81 4.21 0.90 4.28 0.79

t(p)
-1.700

(.094)

-2.379*

(.021)

-1.524

(.133)

-2.107*

(.039)

-2.041*

(.046)

경험

여부

있음 4.26 0.87 4.35 0.83 4.28 0.82 4.18 0.89 4.25 0.80

없음 4.26 0.88 4.33 0.85 4.32 0.84 4.16 1.00 4.25 0.83

t(p)
.030

(.976)

.290

(.772)

-.490

(.624)

.305

(.761)

.054

(.957)

시술

부위

눈썹 4.29 0.87 4.39 0.81 4.32 0.78 4.21 0.88 4.29 0.78

아이라인 4.14 0.90 4.29 0.81 4.13 0.90 4.03 0.94 4.13 0.85

기타 4.30 0.81 4.26 1.00 4.28 0.89 4.29 0.87 4.28 0.83

F(p)
.969

(.380)

.665

(.250)

1.571

(.209)

1.462

(.233)

1.209

(.300)

시술

장소

반영구 전문샵 4.30 0.88 4.36 0.83 4.33 0.82 4.24 0.88 4.30 0.80

미용실 4.19 0.87 4.37 0.80 4.24 0.83 4.13 0.97 4.21 0.83

병원 4.33 0.80 4.37 0.83 4.21 0.77 4.21 0.81 4.27 0.75

출장방문 4.15 0.88 4.27 0.90 4.13 0.80 3.96 0.88 4.10 0.80

F(p)
.566

(.638)

.167

(.919)

.786

(.502)

1.296

(.276)

.775

(.508)

*p<.05, ***p<.001 Duncan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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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술기술 시술전문가 시술절차 시술제품 서비스품질

M SD M SD M SD M SD M SD

시술

이유

화장시간 절약 4.16 0.94 4.29 0.87 4.19 0.85 3.95a 0.96 4.12a 0.84

콤플렉스 보완 4.26 0.80 4.37 0.75 4.30 0.83 4.21a 0.92 4.28ab 0.79

유행스타일 4.49 0.81 4.52 0.84 4.51 0.73 4.49
b 0.73 4.50

b 0.73

이미지 관리 4.20 0.90 4.28 0.88 4.18 0.81 4.16a 0.84 4.19a 0.80

F(p)
1.865

(.135)

1.192

(.313)

2.319

(.075)

4.302**

(.005)

2.800*

(.040)

시술

의향

여부

그렇다 3.98 0.86 4.03 0.95 4.14 0.83 3.67 1.10 3.93 0.87

보통 4.24 0.86 4.35 0.86 4.34 0.75 4.24 0.85 4.28 0.76

그렇지 않다 4.32 0.89 4.38 0.82 4.34 0.89 4.21 1.03 4.30 0.85

F(p)
1.218

(.299)

1.370

(.257)

.461

(.631)

2.609

(.077)

1.655

(.194)

시술

의견

시술자 조언 4.49b 0.73 4.45 0.76 4.45 0.80 4.44b 0.84 4.45b 0.73

나의 의견 4.33ab 1.01 4.39 0.88 4.38 0.91 4.33b 0.96 4.35ab 0.88

시술자와 공동 4.06
a 0.84 4.22 0.88 4.19 0.81 3.86

a 1.05 4.05
a 0.82

F(p)
3.661*

(.028)

1.184

(.309)

1.515

(.223)

6.216**

(.003)

3.965*

(.021)

*p<.05, **p<.01 Duncan test a<b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t=2.019, p<.05)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에 따라서는 삶의 만족(F=5.74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

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t=-3.46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반영구화장에 대해 알고 있는 피시술자가 모르는 피시술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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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t=2.87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반영구화장 시술 경험 있음이

경험 없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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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differences of semi permanent

makeup a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M SD M SD

성별

여자 4.06 0.65 3.79 0.74

남자 3.94 0.66 3.82 0.62

t(p)
2.019

*

(.044)

-.474

(.636)

연령

20대 4.10 0.57 3.95
c 0.55

30대 4.07 0.59 3.97c 0.54

40대 3.97 0.65 3.72ab 0.68

50대 4.02 0.66 3.75b 0.79

60대 이상 3.88 0.82 3.54
a 0.89

F(p)
1.572

(.181)

5.742***

(.000)

인지

여부

모름 3.72 0.72 3.64 0.76

알고 있음 4.05 0.64 3.82 0.69

t(p)
-3.462**

(.001)

-1.780

(.076)

경험

여부

있음 4.08 0.63 3.82 0.72

없음 3.90 0.68 3.76 0.66

t(p)
2.873**

(.004)

.975

(.330)

시술

부위

눈썹 4.06 0.62 3.83 0.70

아이라인 4.16 0.69 3.80 0.83

기타 4.00 0.61 3.82 0.63

F(p)
1.071

(.344)

.070

(.933)

시술

장소

반영구 전문샵 4.08 0.61 3.88 0.63

미용실 4.00 0.63 3.86 0.65

병원 4.16 0.66 3.52 0.90

출장방문 4.12 0.74 3.70 1.01

F(p)
.526

(.665)

2.453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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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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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M SD M SD

시술

이유

화장시간 절약 4.03 0.69 3.92 0.69

콤플렉스 보완 4.11 0.60 3.85 0.72

유행스타일 4.18 0.53 3.80 0.76

이미지 관리 4.02 0.68 3.72 0.72

F(p)
.986

(.399)

1.116

(.343)

시술

의향

여부

그렇다 3.69 0.67 3.66 0.66

보통 3.81 0.60 3.74 0.52

그렇지 않다 3.99 0.71 3.79 0.73

F(p)
2.324

(.101)

.322

(.726)

시술

의견

시술자 조언 3.98 0.65 3.76 0.49

나의 의견 3.81 0.73 3.81 0.71

시술자와 공동 3.91 0.66 3.72 0.72

F(p)
.740

(.479)

.313

(.731)

4. 연구 가설의 검증

(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인 시술기술(r=.527, p<.01),

시술전문가(r=.516, p<.01), 시술절차(r=.532, p<.01), 시술제품(r=.518, p<.01)은 자

아존중감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인 시술기술(r=.537, p<.01), 시술전문가(r=.490, p<.01), 시술절차(r=.525,

p<.01), 시술제품(r=.507, p<.01)은 삶의 만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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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은 삶의 만족(r=.602, p<.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11. Correlation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변인

서비스품질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시술

기술

시술

전문가

시술

절차

시술

제품

서비스

품질

시술기술 1

시술전문가 .791** 1

시술절차 .825** .802** 1

시술제품 .818** .756** .841** 1

자아존중감 .527
**

.516
**

.532
**

.518
** 1

삶의 만족 .537
**

.490
**

.525
**

.507
**

.602
** 1

**p<.01

(2)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 1.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

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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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3.329～4.759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1.691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

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321로 나타나 32.1%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59.48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시술기술(

=.159, p<.05), 시술전문가(=.164, p<.05), 시술절차(=.162, p<.05)는 자아존중

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시술

전문가, 시술절차, 시술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

설 1-1, 1-2, 1-3은 채택되었고,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Table 12.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for semi permanent makeup on

self-esteem

요인 B SE  t p VIF

(상수) 2.033 .134 　 15.179 .000 　

시술기술 .119 .056 .159 2.123* .034 4.166

시술전문가 .128 .052 .164 2.450
* .015 3.329

시술절차 .128 .063 .162 2.024* .044 4.759

시술제품 .090 .053 .127 1.704 .089 4.146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

 =.321, Adjusted  =.315, F=59.480***, p=.000, D/W=1.69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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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13과 같다.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362로 나타나 36.2%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288.251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602, p<.001)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Table 13. The effect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요인 B SE  t p

(상수) 1.200 .155 　 7.730 .000

자아존중감 .647 .038 .602 16.978
*** .000

종속변수 : 삶의 만족

 =.362, Adjusted  =.361, F=288.251***, p=.000

***p<.001

가설 3.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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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

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은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3.329～4.759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1.438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

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314로 나타나 31.4%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57.74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시술기술(

=.259, p<.01), 시술절차(=.173, p<.05)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시술기술, 시술절차 순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

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설 3-1, 3-3은 채택되었고, 가설 3-2, 3-4

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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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for semi permanent makeup on life

satisfaction

요인 B SE  t p VIF

(상수) 1.713 .145 　 11.846 .000 　

시술기술 .208 .061 .259 3.436** .001 4.166

시술전문가 .063 .056 .076 1.125 .261 3.329

시술절차 .147 .068 .173 2.155* .032 4.759

시술제품 .070 .057 .093 1.234 .218 4.146

종속변수 : 삶의 만족

 =.314, Adjusted  =.309, F=57.740***, p=.000, D/W=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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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가설 4-1.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기술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전문가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절차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반영구화장에 대한 시술제품 요인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

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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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반

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을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회

귀분석을 하였고, 2단계에서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을 독립변

수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반영구화

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

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검증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해야 하며, 3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

지 않거나 최소한 2단계 모형의 회귀계수보다 감소해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

다.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를 완전 매개변

수라고 하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변수라고 한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시술기술(=.159, p<.05), 시술전문가(=.164, p<.05), 시

술절차(=.162, p<.05)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2.1%의 설

명력을 지니고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시술기술(=.259, p<.01), 시술절차(=.173, p<.05)는 삶

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3.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422,

p<.001)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시술절차(=.105, p>.05)는 삶의 만족에 유의하지 않으며, 회귀계

수가 .173에서 .10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시술절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완전 매개한다. 또 시술기술(=.192, p<.01)은 삶

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시술기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1, 4-3은 채택되었고,

가설 4-2, 4-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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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ervice quality for

semi permanent makeup and life satisfaction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삶의 만족)

 t  t  t

시술기술 .159 2.123* .259 3.436** .192 2.789**

시술전문가 .164 2.450* .076 1.125 .007 .106

시술절차 .162 2.024* .173 2.155* .105 1.431

시술제품 .127 1.704 .093 1.234 .039 .570

자아존중감 .422 10.370***

  .321 .314 .435

F 59.480*** 57.740*** 7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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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

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검정에서 z값은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절댓

값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독립변수인 시

술기술, 시술절차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z값은 각각 2.081, 1.993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16. Sobel test fo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 SE z p

시술기술→자아존중감 .119 .056 2.081 .037

시술절차→자아존중감 .128 .063 1.993 .044

자아존중감→삶의 만족 .45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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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피시술자가 지각하는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이들 반영구화장 서비

스품질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 53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들이 지각하는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변수들을 측

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지각하는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의 차이 검증을 위해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변인인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영구화장 서비스품질, 자아존중감 및 삶

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

비스품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시술기술(=.159, p<.05), 시술전문가(=.164,

p<.05), 시술절차(=.162, p<.05)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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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

술전문가, 시술절차, 시술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602, p<.001)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

스품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시술기술(=.259, p<.01), 시술절차(=.173, p<.05)

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시술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술기술, 시술절차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시술기술(z=2.081, p<.05)이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시술절차(z=1.993,

p<.05)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역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반영구화장 피시술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영구화장 시술 시 내가 원

하는 스타일로 시술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과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시술기

술 및 절차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경우, 피시술자는 시술 후 자신의 외모 향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높아진 자아존중

감은 궁극적으로 일상 삶에 있어서 만족도 또한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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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반영구화장은 매일 화장을 하고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한

번 시술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과 단순 화장술을 탈피

하여 시술의 단계까지 포함하는 전문 외모관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외모에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는 현대인들의 경우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근 들

어 그 관심과 시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 또

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반영구화장에 대한 기법과 일반 소비자들의 인

식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만족도

혹은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은 단순한 외모만족 및 과시를 넘어 개인의 자신감 및 자

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본 연구의 경우 여타 설문조사연구와 마찬가지

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

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과 광주광역시 이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의 경우 본 연구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모든 반영구화장 경험고객

및 관심고객의 결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뿐 아니라 타 지역 반영구화장 경험고

객 및 관심고객들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화 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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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서 논문작성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들어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남녀들

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모향상에 따라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자아존중

감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용향장 전공

지도교수 : 이 중 헌

연구자 : 신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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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반영구화장에 대해 귀하께서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에 관한 사항입

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란에 √표해

주세요.

평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내가 원하는 스타

일로 능숙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2,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

3.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나를 위해 능력발

휘에 최선의 기술을 발휘 할 것 같다.

4.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의 시술 관련 기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5.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언제나 나를 반갑

게 맞이해 줄 것 같다. 

6.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미용기구를 능숙하

게 다룰 것 같다. 

7.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나에게 신경을 써 

줄 것 같다. 

8.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의 권유에 믿고 순응

할 것 같다.

9.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반영구화장 시술절

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10.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시술 절차대로 시

술을 해 줄 것 같다. 

11.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는 적정 시간에 시술 

절차를 마칠 것 같다. 

12. 반영구화장 시술전문가의 시술 절차에 대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13. 반영구화장 제품의 품질이 좋을 것 같다. 

14. 반영구화장 제품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일 

것 같다. 

15. 반영구화장 제품의 가격 수준은 매우 합리

적 일 것 같다 .

16. 반영구화장 제품을 신뢰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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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란에 √표해 주세요.

평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나는 좋은 장점(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4. 나는 대부분의 일을 다른 사람들만큼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9. 나는 가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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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란에 √표해 주세요.

평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 

2. 나는 나의 인생의 전성기가 끝난 것처럼 느

껴진다.

3. 나는 쓸모가 있는 존재이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모두를 다 할 수 있다

고 느낀다.

5. 나는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다. 

6.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스럽다. 

7.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8. 나는 내 자신이 좋다.

9. 나는 항상 긴장해 있다. 

10. 나는 항상 의욕적이다. 

11. 나는 나의 인생의 일부를 바꾸고 싶다. 

12. 나는 낙천적이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13. 나는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

껴진다.

14. 나는 나의 생활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 

되풀이 되는 것 같이 느낀다.

15. 나는 원기왕성 할 정도로 활력이 있다. 

16. 나는 나의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17.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하찮은 존재이다. 

19. 나는 자유스럽고 편하다. 

20. 나는 항상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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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반영구 화장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① 매우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4.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반영구화장 시술 부위는 어디입니까? (4번 문항의 ①번 선택 시 체크 )

① 눈썹 ② 아이라인 ③ 입술

④ 헤어라인 ⑤ 두피 ⑥ 기타( )

6.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해보고자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

번 문항의 ②번 선택 시 체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반영구 화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① 반영구 전문샵 ② 미용실 및 피부 관리실 ③ 병원

④ 출장방문 ⑤ 기타

7.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화장시간 절약 ② 콤플렉스 보완 ③ 유행스타일

④ 자신의 이미지 관리 ⑤ 기타( )

8. 귀하는 반영구화장 시술받을 시, 누구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시술자 조언 중심 ② 나의 의견 중심 ③ 시술자와 공동으로

④ 기타( )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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