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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랜차이즈(Franchise) 미용실의 등장은 국내 미용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체계적인 이론교육 및 경영, 기술교육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Kim& Cang,

2011), 미용업계의 경쟁 심화로 유능한 서비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사자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직무에 연관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Choun& Jung & Ko,

2016). 이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점포는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Lee& Kang, 2010) 직영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직영점의 교육 성취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Fig. 1>와 같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교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직무적용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Fig. 1>와 같이 설정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240부의 설문지 중 분석에 사용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7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Table 1>.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직무적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이 유의한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의

H)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3) 교육만족도가 직무적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이하로 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교육만족도가 직무적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직무적용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53.459,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 는 .65로 나타났다. 직무적용만족도에 교육만족도(B=.86, t=24.079, p<.001)는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직무적용만족도에 교육만족도 하위변인 이론만족(B=.20, t=4.255, p<.001), 실습만족(B=.19, t=3.349, p<.01), CS교육만

족(B=.26, t=5.408, p<.001), 직무연관만족(B=.13, t=3.293, p<.01)은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적용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는 교육만족도 하위

변인 CS교육만족( =.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Ⅳ. 결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적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직무적용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인 이론만족, 실습만족, CS교육만족, 직무연관만족 모두 정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중 CS교육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은 본사에 모여서 종사자에게 동일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에 적용하였을 때 유의한 차

이와 정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종사자가 직무에서 근무할 때 필요로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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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y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n 37 (15.6)

Woman 200 (84.4)

Age Under 25 years of age 127 (53.6)

26~30 years old 84 (35.4)

31 years of age or older 26 (11.0)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97 (40.9)

Graduating from a college of engineering 
school

104 (43.9)

Graduating from university 36 (15.2)

Total beauty experience Less than a year 32 (13.5)

More than one year or less than three years 85 (35.9)

More than 3 years and less than 5 years 43 (18.1)

More than five or seven years 23 (9.7)

more than seven years 54 (22.8)

Hours of duty ~Less than 8 hours 15 (6.3)

More than 8 hours and less than 10 hours 116 (48.9)

More than 10 hours 106 (44.7)

Number of turnover None 81 (34.2)

number 1 53 (22.4)

number 2 45 (19.0)

number 3 33 (13.9)

More than four times 25 (10.5)

Position Interns and staff 125 (52.7)

Designer 112 (47.3)

Sum 237 (100.0)

Table 2. Effects of Education Satisfaction on Job Application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Job application 

satisfaction

B SE Beta t p VIF Statistics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s) .82 .24 3.445 .001 F=453.459***
=.647

adj =.645
DW=1.765

Education 
Satisfaction

.86 .04 .76 24.079*** .000 1.40

Independen
t variable

(Constants) 1.07 .24 4.381 .000 F=137.876***
=.663

adj =.658
DW=1.807

Education 
Satisfaction
Subvariant

Theoretical 
satisfaction

.20 .05 .19 4.255*** .000 2.79

Practice 
satisfaction

.19 .06 .19 3.349** .001 4.77

CS Education 
Satisfaction

.26 .05 .27 5.408*** .000 3.59

Job-related 
satisfaction

.13 .04 .13 3.293** .001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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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tudy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