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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대사회발전과경제수준향상으로뷰티산업도
건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성장하고 있다(Lee&Oh,
2015). 뷰티서비스 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만족을 제공하므로 종사자에게 매우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Kim, 2016), 우수한 인력은
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Yoo,
2016). 멘토링 기능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체계에서
배우지 못하는 요령을 습득하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력발전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Choi&Moon, 2013).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업무수행 시 나타나는
감정표현과 관리는 병·의원의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로
연결되고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업무적인 지식 및 전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고객과 나누는 심리적인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도록 노력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Choi,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과 더불어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직무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원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와 병·의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영성과와 조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피부과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고객 상담이나 관리 및 시술업무를
시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 간 실시하였으며, 총 35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및내용

멘토링 기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과 멘토링
기능 29문항, 직무성과 11문항으로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및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 (Data cleaning)과정을 거치고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모두유의수준 5%에서검증하였으며, SPSS
WIN v. 21.0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1. 일반적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여자가 97.2%,
25세~30세 미만의 연령이 42.9%, 최종학력은 전문대
재학/졸업이 48.7%,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40.4%,
직급은 사원이 59.9%, 근로자 수는 10명~20명 미만이
33.7%, 병원의 형태는 네트워크병원(프랜차이즈)이
7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공은
미용전공(통합)이 49.6%로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2.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성과는
멘토링 기능의 심리사회적 역할기능(r=.403, p<.001),
현재업무경력(r=.395, p<.001), 미래업무경력(r=.260,
p<.001) 순으로 정 (+)의 상관이 높았다 . 따라서
직무성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근무의 질은 멘토링
기능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alyze factors for mentoring function

Table 2. Analyze factors for job performanc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job performance

3. 멘토링기능이 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

멘토링 기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
R²=0.175로 전체 변동의 17.5%로 회귀모형을 설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멘토링 기능의 심리사회적
역할기능( β=.240, p<.01), 현재업무경력( β =.196,
p<.05) 순으로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의
심리사회적 역할기능과 현재업무경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Impact of mentoring function on job 
performance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심리적자본과 직무성과
의 관계에서 심리적자본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를 통해 업무경력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
원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소모임과 공식적인 멘토링
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성 높은 직무 환경을 만들
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디컬 스킨
케어종사자가 비공식 멘토링 기능인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의 접촉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음으
로써 멘토가 멘티의 역할모형기능을 발휘해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수행에 발전을 기여하여 재직
환경을 포함한 근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병원산업의 경영자와 인적관리 담당자는
심리적자본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여 바람직한 인재
의 확보 및 유지를 통한 병원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산업현장의 관리자들은 멘토가 멘
티에게 단순히 현재의 직무에 관련된 지식과 경력
을 위한 도움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
력개발과 조직적응, 역량개발 등을 포함한 상담과
기회제공을 증대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
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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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Mentoring function Job Performance

Psychosocial 
role function

Current 
work 

experience

Future work 
experience

Total
Efficiency &

Effectiveness

Quality of 

Work
Total

Psychosoc
ial role 
function

1

Current 
work 

experience
.817*** 1

Future 
work 

experience
.551*** .630*** 1

Mentoring 
function

.945*** .937*** .734*** 1

Efficiency &

Effectiveness
.368*** .390*** .248*** .391*** 1

Quality of 

Work
.369*** .330*** .227*** .365*** .673*** 1

Job 
Performance .403*** .395*** .260*** .414*** .923*** .905*** 1

Sortation

dependent variables : job performance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s) 2.300 .179
12.823**

*
.000

Mentoring

function

Psychosocial role 

function
.204 .071 .240 2.861** .004 3.031

Current work 
experience .172 .079 .196 2.173* .030 3.501

Future work 

experience
.004 .050 .005 .077 .938 1.669

R² = .175, adj R² = .168, F = 25.172***

서론

내용및 방법

결과

참고문헌

Sortation
Factors

1 2 3

Ps

yc

ho

so

cial 

rol

e 

fu

ncti

on

19. Mentors think and think about the problems I have at work or at home. .750 .178 .119
21. Mentors create an atmosphere where I can talk openly about 

my complaints or concerns.
.716 .329 .182

22. The mentor sympathizes with the concerns and thoughts I 

have talked about.
.695 .402 .048

29. I will try to act like my current mentor when I am in a similar 

position to my mentor.
.692 .308 .221

26. I try to resemble the way mentors work. .677 .271 .237

25. Mentors have social interactions outside the workplace. .669 .112 .339
27. I agree with the values and attitudes that mentors have 

regarding work.
.653 .307 .177

28. I admire my mentor. .621 .440 .109

24. The mentor suggests that I eat with him. .620 .192 .310

23. Mentor keeps a secret of the matter I have discussed. .619 .262 .251
20. The mentor tells me about his experiences related to the 

problem I'm worried about.
.614 .275 .130

16. The mentor respects me personally. .564 .551 .045

15. Mentors are willing to accept and encourage me to do things in a new way. .504 .470 .202

Cu

rre

nt 

wo

rk 

ex

per

ien

ce

14. The mentor tells me if I'm doing a good job. .360 .709 .163

10. Mentors provide feedback to help you carry out your work. .370 .679 .118

8. Mentors share work-related ideas with me. .203 .674 .198

9. Mentors teach you specific strategies and methods to help you do your job. .418 .658 .221

12. Mentors help me achieve tasks that are difficult to handle. .377 .591 .285
13. Mentors provide challenging work opportunities for me to develop 

new skills. .172 .574 .445

18. Mentor listens to my story. .548 .572 .051
11. Mentors help me eliminate or overcome factors that pose a threat to my 

career development (e.g., lack of confidence, slump, mannerism, stress, etc.). .521 .568 .219

7. Mentor gives me specific strategies and methods to help me 

achieve my career goals. .263 .530 .456

17. The mentor asks for my views on the matter at hand. .203 .446 .402
Fu

tur

e 

w

or

k 

ex

pe

rie

nc

e

3. Mentors help me meet people from outside who work in the 

same field. .161 .024 .782

4. Mentors help me contact influential people in the organization. .149 .232 .768

2. Mentors help me meet new employees. .205 .100 .746

1. Mentor gives me a task to prepare for when I become a manager. .112 .241 .671

6. Mentor helps me prepare for promotion. .347 .395 .522

Eigenvalues 7.031 5.412 3.840

Variance Rate 25.110 19.327 13.715

Cumulative Variance 25.110 44.437 58.152

Reliability .932 .905 .820

KMO = .958, Bartlett's test result χ²=6295.037(df=378, p=.000)

결론

Sortation
Factors

1 2

Efficie

ncy 

& 

Effecti

veness

1. I do more than the manager expected.
.77

2
.008

4. My work performance always exceeds the target set by the

manager.

.77

0
.217

5. I can make useful and creative suggestions for organisations.
.71

1
.264

2. I can finish the work requested by the manager within the time limit.
.63

1
.205

3. I can reduce the time needed to finish my day-to-day work.
.61

2
.452

Qualit

y of 

Work

7. I have rarely been late for work or harmed others by my

carelessness.
.048 .866

11. I work well with staff from other departments and receive trust and

respect from them.
.576 .632

10. I work well with my colleagues and receive their respect and support. .533 .609

8. I have never received any complaints about mishandling things. .439 .501

Eigenvalues
3.27

8
2.133

Variance Rate
36.4

24
23.702

Cumulative Variance
36.4

24
60.125

Reliability .808 .758

KMO = .881, Bartlett's test result χ²=1335.729 (df=36, p=.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