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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애정하옵는 한국미용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나없이 지구촌 모든 인류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절은 제대로 순환하고 있

습니다만, COVID-19 팬데믹은 온 인류 사회환경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또 캠퍼스내의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전과 적응의 교육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은 뉴노말을 넘어서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교육과 삶의 가치,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 

금번 하계학술대회는 ‘Spotlight on Well-aging’라는 주제 아래 정부지침을 준수한 소수 현장참여로 온

라인 중계하는 온오프라인 학술대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강의와 연제를 불편하지 않게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희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라는 주제 특강과 김소연님의 연구윤리에 관한 온라

인 특강교육이 준비되어있고, 뷰티분야의 선구가 될 주옥같은 학술발표 또한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

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적 유대의 간절함을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 학술대회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훌훌 벗어 던지고 하얀이를 드러내며 환한 

미소로 허그하며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합력해주신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만나는 기쁨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평소에 

못지않은 귀중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애정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손 모아 늘 기원하겠습니다.

2021. 6. 12.

한국미용학회 회장 유현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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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미용학회 제55회 하계학술대회 일정표

* 상기 일정은 가안으로,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행 사 내 용 장소 및 진행

6

월

12

일

1부 사회: 신규옥 교수(을지대학교) 

13:00~14:00 학술대회 등록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라홀(8F)

14:00~14:30

개회식 및 개회사
유현주 회장

(원광보건대학교)

축 사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최영순 고문
(군장대학교)

15대 이･취임식

14:30~15:30

특별강연 1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한숙희 이사장
(사단법인 누구나)

특별강연 2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

김소연 박사
(아주대학교)

15:30~15:40 BREAK TIME

2부 사회: 신규옥 교수(을지대학교) 

좌장: 최에스더 교수(신한대학교)

논문발표

15:40~15:55

시판 네일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의 in vivo와 in vitro 측면의 

안전성 평가

김민경･김정희(원광대학교)

토론자

우미옥 교수
(창신대학교)

15:55~16:10

영화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가 관객의 관람만족과 몰입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특수분장 기법이 적용된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이서현･권오혁(한성대학교)

이현주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16:10~16:25
발효옻과 와송 복합추출물 화장품의 여드름 피부개선 효과

박서영･소영진(을지대학교)
최화정 교수
(영산대학교)

16:25~16:30 BREAK TIME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라홀(8F)

16:30~ 폐 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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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한국미용학회 경과보고

Ⅰ. 메이크업분과 동계 연수

1. 일 시 : 2021년 1월 20일(수) 14:00~17:00
2. 장 소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

3. 내 용 :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Ⅱ. 제 1회 회장단회의

1. 일 시 : 2021년 1월 22일(금) 12:00
2. 장 소 : 대전 솔코리안레스토랑

3. 내 용 : 제 15대 한국미용학회 운영의 건

Ⅲ. 제 1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20:00
2. 장 소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 1차 상임이사회 안건 사전 점검

Ⅳ. 제 1회 상임이사회 및 편집회의

1. 일 시 : 2021년 2월 22일(금) 20:00
2. 장 소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 15대 학회 연간 업무 계획

• 제 55회 하계 학술대회 준비 논의

• 편집부 보고, 15대 편집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 2022년 재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 등

Ⅴ. 제 1회 편집회의

1. 일 시 : 2021년 2월 23일(화) 21:00
2. 장 소 :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 2020년 학술지 발행 보고

• 1~3회 학술지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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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학술지 재 인증평가 준비

• e-Journal 홈페이지,  온라인전자투고시스템 renewal 구축방안

• 학술지 디자인 및 편집관련 변경

• 논문투고, 심사, 편집 규정변경

• 논문심사위원 인력풀 확보 방안

• 우수등재학술지 & Scopus 등재 준비 등

Ⅵ. 제 2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4월 10일(토) 12:00~17:00
2. 장 소 :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

3. 내 용 : 제 2차 상임이사회 안건 사전 점검

Ⅶ. 제 2회 상임이사회

1.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21:0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 15대 2021년도 하계 학술대회 준비 및 제반 현안 논의

• 기타 논의 및 공유사항 전달

Ⅷ. 제 3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20:0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주학회 답사보고 및 학술대회 준비점검과 상임분과위원장회의 내용 체크

 

Ⅸ. 제 3회 상임이사회

1. 일 시 : 2021년 5월 6일(목) 20:0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주학회 답사보고 및 학술대회 준비점검과 상임분과위원장회의

Ⅹ. 제 1회 고문단 및 감사 보고 

1.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20:0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주학회 개최에 따른 제반 가이드 및 제 15대 학회 진행상황 간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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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협찬사 연락처 안내

머스테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8길 10, 에이스성수타워1
www.mustaev.co.kr

02-552-7546

(주)메조팜･코스모C&T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43번길, 26-2 

http://cosmo.mir9.kr/
032-710-2006

아람휴비스(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www.aramhuvis.co.kr

031-73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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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헤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3 크리스탈빌딩 406호

www.idhair.com
031-974-1654

(주)약손명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22(신사동 616-1), 지하1층
www.beautymade.com

02-6204-4007

(주)케이넌코리아

경기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오전동, 대현테크노월드) 1103호
http://www.goodmedi.org/

031-429-5315

*협력업체명은 가나다 순임.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한숙희

여성학자, 방송인, 사단법인 누구나 이사장

특 별 강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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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래된 아름다움을 만나다

원시 자연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제주를 설명하는 말 중에 산이 섬이 된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라산은 12폭 한복치마처럼 둥글

게 퍼지며 그 끝이 닿는 곳이 바다입니다. 한라산의 치마폭에는 360여개의 오름(기생화산)이 마치 한복

에 꽃송이들이 수놓아지듯 봉긋봉긋 솟아 있어 부드러운 능선들의 조합이 아름다움 속에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한라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60여개의 하천과 80여개의 소하천은 좌우에 울창한 숲을 거느리고 바닥에

는 기암괴석을 드러내는가 하면, 개울물로 흐르다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 갑자기 급전직하 폭포라는 드라

마를 만들어냅니다.

바다, 제주의 바다는, 그 모양이 바닷가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검은 화산석이지만 병풍처럼 넓

고 높게 펼쳐지는가 하면 바둑판의 돌처럼 점점이 퍼져 있기도 하고 빨래판처럼 평평하게 깔리기

도 하고 닮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물의 색깔도 저마다 다릅니다. 백모래가 많으면 투명

한 옥색, 검은돌이 많으면 짙푸른 청색, 옥색과 청색 사이의 무수한 색들이 제주 바다에 물들어 

있습니다.

들판에는 밭담, 마을에는 집담, 무덤에는 산담, 돌밭을 일구며 나온 돌들이 쌓여 삶의 만리장성을 

이루고, 골목의 돌담은 정겨운 올레길을 만들고 무덤을 둘러싼 돌담은 생사가 둘이 아님을 깨우쳐 

줍니다. 

바람은 맑은 하늘을 캔바스로, 그 위에 기기묘묘한 형상들을 쉼없이 창조해 냅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흔들고 일깨워 정신을 맑게 하고 큰 바람은 돌담에 틈을 내는 지혜와 겸손을 가르칩니다. 일출과 일몰은 

바다와 산과 하늘을 물들이며 감탄과 함께 인생에 한 성찰을 자아 냅니다. 봄에는 온마을에 귤꽃향기, 

여름에는 도처에 수국,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 겨울에는 주황빛 감귤과 한라산의 설화, 일년내내 꽃이 피

어 있는 곳, 일년내내 푸르름이 머무르는 곳, 

제주의 자연은 세상에 아름다움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게 하고 그 다양함들의 공존을 통해 아름다움

의 빅픽쳐를 보게 합니다. 

태양, 바람, 바다, 산, 돌, 자연의 생명체, 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노라면 우리는 어느새 착해진 자

신을 발견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거짓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움(미)을 통해 진과 선에 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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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마음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제주 창조신화의 주인공은 설문  할망입니다. 제주에서 할망은 신을 가리킵니다. 제주에는 18000 신

이 산다고 하여 신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려시 에 제주 인구가 2만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물반 고

기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500명을 먹여살렸다는 설문  할망의 신성(神性)은 해녀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제주 해녀는 유네

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 해녀

해녀들이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자연친화적인 삶과 공동체 정신은 인류가 보존하고 계승해야할 오래

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물숨

해녀들은 산소통을 메지 않고 자연의 숨으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숨길이 만큼 작업하므로 욕심을 내지 않아 해양자원을 싹쓸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2. 공동작업

바다는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고 마을은 해당된 바다를 책임지고 보살핍니다. 해녀들은 각자 알아서 하

고 싶을 때 물질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날 다함께 입수하여 작업을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기후

상태를 오래된 ‘감’으로 판단하고 상군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줄을 지어 얕은 물에서부터 서서히 몸을 

적응시키며 입수하는데 이때 부르는 노동요가 ‘이어도 사나’ 입니다. 

3. 상군, 중군, 하군

해녀 개인의 잠수능력에 따라 잡는 양이 달라지는데, 상군들은 물질이 다 끝난 다음 자신의 수확물 중 

일부를 하군들의 망사리에 넣어주어, 분배의 정의를 자발적으로 실현했습니다. 바다의 것은 공동의 것이

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애기해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물질을 시작하는데 어른들은 애기 해녀의 망사리에 수확물을 넣어주

어 격려했습니다. 

4. 할망바다 

해녀들의 바다에는 경로우 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서 물건(해산물)이 많은 지역을 정해놓고 일

정 연령 이상이 된 해녀만 물질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미용학회 제55회 하계학술대회 11

5. 불턱

탈의장이 없던 시절 해녀들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리고 요기를 하고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

던 자연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애환을 나누고 인생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위로와 지지와 

돌봄 덕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6. 상생정신

해녀들에게 서로는 경쟁상 가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생존을 돕는 상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실제로 바

다 속은 예측불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직업입니다.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영등할망 살려줍서’라고 기도한답니다. 해녀들은 저마다 작업의 짝이 있습니

다. 이 짝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한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녀는 가족의 생계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아를 함께 키웠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물질한 것을 십시일반 모아 학교를 짓기도 하고 마을에 길을 내기도 하는등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하면

서도 상생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해녀에 관한 참고도서: 서명숙, 숨, -나와 마주서는 순간- 북하우스, 2015 

 해녀박물관- 올레 21코스 시작점

◈ 김만덕 할망 

만덕은 조선 조 정조시  실존 인물로(1739- 1812) 제주여성으로서 조정에까지 알려져 큰 관심을 끌었

던 걸출한 인물입니다. 만덕은 객주를 운영하여 제주도 물품과 육지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으로 막 한 

부를 이루었는데 제주도민들이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리는 중에 구휼미를 실은 배가 침몰하자 전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다 아사직전의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1. 소원을 말해 봐

정조가 그의 업적을 치하하여 소원을 묻자, ‘한양에 가서 임금께 3배를 올리고 금강산 구경 하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출륙금지법이라 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

습니다. 

58세 된 만덕의 육지행은 출륙금지법이라는 반인권적 족쇄을 깬 선각자적 행동이었습니다. 벼슬이 없

는 사람을 임금을 배알할 수없기 때문에 ‘의녀’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만덕은 12세때 부모를 잃고 기

녀의 수양딸로 들어갔다가 성년이 되자 관청에 탄원하여 양민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기녀에서 의녀까지, 

신분제 사회에서 드라마틱한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아들 500명을 먹여살린 설문  할망 

시절 부터의 자비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만덕이 금강산 가는 길에는 모든 관공서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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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행한 그를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장안 사 부들 또한 이 걸출한 인물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였는데 형조판서를 지낸 이가환은 시를 

지어 헌정하고 영의정 채제공은 <만덕전>이라는 전기를 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만덕 기념관(제주시 산지로 7)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알게 합니다. 다시금 진 선 미는 삼합(三合)으로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알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역사에서 느끼고 깨달은 아름다움은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

하게 합니다.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에 똑같은 것이 없듯이, 예술에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똑같다면 이미 예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가치가 저절로(自) 그러함(然)에 있듯이 예술의 가치는 스스로(自)에게서 말미암는(由)자유입니

다. 예술은 우열, 비교, 경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기에 모든 것이 정답이 됩니다. 

존재 자체, 행위자체가 의미가 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은 자유를 느낍니다. 예술은 인간이 경험하는 신적

(神的) 영역입니다. 

인간이 구현하는 아름다움은 예술품이라는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 될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아름다

움에 한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백인 백색, 사람도 자연의 산물이므로 저마다 다르지만 그 개성에 따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

다. 다양함이 존중될 때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차별이 엄존합니다. 성, 나

이, 인종, 외모, 지능, 등 다름이 우열로 매겨지면서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로 인해 고통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름다움에 한 추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법인 누구나

- 아름다움 추구의 한 사례 -

“인류는 언어사용 이전에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림은 특정언어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언어이다.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차별받는 현실에서 ‘그림’을 통한 소통과, 그 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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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이해로 돌봄과 상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누구나 예술로 소통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발달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노인에게 예술지원을 하는 사)

누구나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선 미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발달장애미술학교

자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개성이 없을까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없을까요? 소통의 욕구

가 없을가요? 아름다움을 모를까요? 

함께 작업을 하는 멘토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폐성향이 있어서인지 계속 용만 그리는 거예요. 오늘은 용을 못그리겠지, 이미 많이 그렸으니까 창

의력이 바닥났을 거야, 했는데 또 용을 그려요. 나중에는 질투가 나더라구요. 이 샘솟는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작가들이 촌스러워보일까봐 못쓰는 색깔들을 과감하게 쓰는데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아름다워요. 훼

손되지 않은 원시성이 느껴져요”

“솔직히 저희는 그림을 그리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잘그렸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림

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기 스타일로 그려요 그 순수성이 사람들에

게 감동을 주는 거죠.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아름다움

을 느끼듯이요”

◈ 다문화미술학교 

“저 사람 다문화, 저 아이는 다문화가정 아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모두 다

문화입니다. 외모와 언어의 차이가 인간의 보편성을 덮을만큼 큰 것일까요? 

1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첫책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는 그들의 일상적 삶이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했고 

두 번째 책 <그리운 그곳으로 초 합니다>는 그들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가 인간 보편성에 기초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결혼이주 여성들은 지역의 또래 여성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이주여성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정을 유지하

며 자기삶도 꿈꾸는 여성으로서,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누고 가르쳐 주면서 친구가 많아지는, 삶이 풍성해 

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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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시니어)미술학교 

“여생은 없다. 인생의 어디까지가 몫이며, 어디부터가 나머지인가. 인생은 매순간이 몫이다. 

육아와 부양이라는 책임을 지난 시점은 자신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인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무한경쟁의 시 를 살면서 노인들은 속도에서 신문명에서 뒤떨어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사회참여의 기

회가 줄어들면서 화와 소통의 기회가 적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63세- 88세의 시니어 10여명이 참여하는 미술학교는 항상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화폭에는 살아온 인

생의 길이와 깊이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핸드폰만 보던 손자가 할머니 그림일기 도와주세요, 해요. 중학생 손자는 엽서를 주며 ‘이거 한번 그

려보세요’해요. 가족들이 내 그림을 보고 잘그렸다고 칭찬해 주고, 사진찍어 카톡에 올리고, 사는 게 즐

거워요. 그림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밤에 잠이 안오거나 새벽에 일찍 깨면 이젠 그림을 그려요. 전에는 멍하니 티비를 보거나 인생이 허

무하다는 잡념이 들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다니, 신기해하면서 그려요. 뭘그릴까 하다보면 어릴적 생

각,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림이란 게 아주 신기해요”

“중학생때 데생을 잘했는데 환쟁이가 되면 안된다고 해서 꿈을 접었어요.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을 풀고 있어요. 더없이 행복합니다”

잘 그리거나 뭐가 되려는 것이 아닌, 배운 바 없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

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흔히 노인들의 색깔을 그레이, 회색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은 칼라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을 모은 책 제목이 

<그림은 뷰티풀, 인생은 칼라풀> 입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추한 것을 피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심성입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생기

를 주며 희망과 행복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백화만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색은 총천연색입니다. 인류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 화 하는 

일을 돕는 일을, 미용학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김소연

아주대학교 전문간사

특 별 강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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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시판 네일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의 in vivo와 in vitro 측면의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of Cuticle Remover Cosmetics In Vivo and In Vitro

김민경1⋅김정희2,*

1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대학원생
2원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Min-Kyeong Kim1 and Jeong-Hee Kim2,*

1Graduate Student, Dept. of Beauty Design, Wonkwang Univ.
2Professor, Division of Beauty Design, College of National Science, Wonkwang Univ.

I. 서론

네일 샵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은 기초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에 비해 안전성 평가에 한 자료 제시가 

미흡하다. 최근 녹색소비자 연 에서 젤 네일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 표시사항 미기재 

및 안전기준 부적합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CNM, 2020). 또한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s Skin Deep에서 조차 네일 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네일 큐티클 리

무버 화장품의 안전성에 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네일 케어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큐티

클 리무버 화장품은 제품에 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판 화장품일지라도 안전성에 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판 네일 전문 화장품 중 샵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의 큐티클 리무버를 상으로 In vivo와 In vitro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 결

과를 제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판 큐티클 리무버 제품 선정

네일 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큐티클리무버 화장품 중 수입화장품인 Blue cross (Universal co. 
VA, USA)와 국내화장품 Zero cleanser (Cuore, Inchun, Korea, Flower vita cuticle care (Bandi, Seoul, 
Korea) 제품을 선정하였다.

2. In vitro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

인체각질형성세포 (Keratinocyte cell, HaCaT)을 사용하여 MTT-assay (3-(4,5-dimethyl thiazol-2-yl)-2,5-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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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yltetrazolium bromide)를 수행하였다. HaCaT 세포주는 Addex Bio (Addex Bio, CA, US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분양받은 세포는 KGM 배지에 10% FBS, antibiotics를 첨가하여 37°C, 5% CO₂조건에서 배양

하였다. 배양된 인체각질형성세포를 96 well에 각 well 당 1×104cells/mL로 분주 후 37°C, 5% CO₂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를 각 well 당 100 µ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하여 시료의 색상이 흡광도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도록 하였다. 각 well에 배양액 100 µL과 Dye Solution 15 µL씩 첨가하여 Incubator에 4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Stop Solution 100 µL씩 첨가하여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Spectramax 
M3, Molecular Devices, San Jose, USA)에서 570nm의 파장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In vivo 측면에서의 안전성 평가

피부적용 안정성 평가를 위해 누적자극첩포시험 (Culative Irritation Test; CIT)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원광 학교병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를 거쳐 연구수행

의 승인을 허가받았다 (IRB NO. 2021-04-003-003). 연구 지원자를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자세

히 설명하고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첩포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판독은 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위원회 (ICDRG)의 기준에 따라 홍반 발생 유무 및 정도를 육안으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인체각질형성세포에 시판 네일 큐티클 리무버 3개의 제품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평가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Blue cross의 경우, 가장 낮은 농도인 0.5 ㎍/mL 농도에서 65.67 %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70%이하로 세포독성을 확인하였다 (p<0.01). 1.0 ㎍/mL, 1.75 ㎍/mL, 2.5 ㎍/mL, 10 ㎍
/mL, 20 ㎍/mL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였으며 20 ㎍/mL의 농도에서 모든 세포가 

사멸하였다. Zero cleanser 제품에서도 0.5 ㎍/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62.33%로 세포독성을 보였다 

(p<0.01). 1.0 ㎍/mL 농도에서는 24.00%로 나타났고 1.75 ㎍/mL 농도 이후 모든 세포가 사멸하였다. 
Flower vita 제품은 0.5 ㎍/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3.67%로 나타났고, 1.0 ㎍/mL 농도에서 89.67%, 
1.75 ㎍/mL에서 86%, 2.5㎍/mL에서 85.33%, 20 ㎍/mL에서 71.66 (6.35)%로 나타나 20 ㎍/mL까지의 농

도에서 7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나타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5 ㎍/mL에서 세포 생존율이 

7.00 (±1.00)%로 감소하여 세포독성을 보였다. 
첩포시험 결과 <Table 1>, 1회 검사에서는 3가지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 그러

나 2회 검사에서 1명 (3.3%)의 피험자가 모든 화장품 시료에서 홍반의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반응정도를 

살펴보면 Blue cross와 Zero cleanser는 1점에 해당하는 week positive reaction (+) 이었고, Flower vita 제
품의 경우 0.5점인 doubful reaction (-/+) 이었다. 홍반 반응의 1명을 제외한 29명의 피험자에 한 3회 

반복첩포시험 결과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큐티클 리무버에 한 반복적인 사용 환

경을 가정하였을 때 In vivo 측면에서, 3.3%의 피부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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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ability of HaCaT cell exposed to cuticle remover cosmetics from various concentra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 of 3 replicat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paired t-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at *p<0.05, **p<0.01, ***p<0.00

Table 1.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skin reaction by human patch test. (N=30)

Week Reaction Blue cross Zero cleanser Flower vita

1 week Positive
Negative

0
30

0
30

0
30

2 weeks Positive
Negative

1(+)
29

1(+)
29

1(-/+)
29

3 weeks Positive
Negative

0
29

0
29

0
29

Photograph of week positive reaction 
(+) on 2 weeks

- : No irritant reaction, -/+ : Doubtful reaction, + : Week Positive reaction, 
++ : Strong Positive reaction, +++ : Extream Positive reaction

IV. 결론

시판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 중 Blue cross, Zero cleanser, Flower vita cuticle care의 제품을 선정하여 

화장품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인체각질형성세포를 이용한 세포독성 평가 결과, Blue cross, Zero cleanser 
제품은 10 ㎍/mL 농도에서 10%미만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Flower vita 제품이 20 ㎍/mL 농도까지 70% 
이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Flower vita가 인체 조직에 가장 손상을 적게 주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첩포검사 결과, Blue cross, Zero cleanser, Flower vita 모든 제품에서 피험자의 3.3%
가 홍반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별로 홍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시판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에 한 In vitro와 In vivo 측면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n vitro와 In vivo 측면에서 세 개의 제품 중 F 제품의 안정성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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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 vitro와 In vivo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In vivo 측면에서의 부

작용 사례 (3.3%)는 큐티클 리무버의 반복적인 사용 환경을 가정하였을 때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음을 확인한 결과이며, 큐티클 리무버 화장품의 사용에 환경에서 적용 후 씻어 내거나 닦아내는 등의 주

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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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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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매체로서의 영화산업의 성장에는 영화 캐릭터의 창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영화의 완성도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캐릭터의 창조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분석하고 적합한 극 중 성격을 표현하는 영화분장의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캐릭터를 완성시켜 주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캐릭터 이미지 구현의 속성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Ju (2016)는 완성도 높은 분장이 영화배우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기력

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Lee & Jeon (2009)은 영화 사례 연구를 통해 악인 캐릭터의 분

장, 헤어, 의상, 소품 등의 세분화로 각 캐릭터에 한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여 악인 이미지 스타일

링을 위한 접근방안을 통해 배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전달에 있어 분장을 통한 배우의 외적 이

미지 표현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Yoon (2011)은 영화의 특수분장 연구에서 할

리우드 영화의 특수분장과 한국의 특수분장을 비교하여 특수분장의 발전과정과 특수분장 재료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부분은 특수분장의 구성과 적용방법으로 캐릭터를 완성하여 제

공하는 공급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분장 및 특수분장에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지만 관객의 관점에서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의 속성에 따른 몰입감과 행동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의 속성을 제시하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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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특수분장과 특수효과가 발전되면서 캐릭터의 몰입감에 따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기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화 관람 만족요인을 바탕으로 특수분장 기법이 적

용된 한국 영화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가 관람만족과 몰입, 행동의도인 재관람의도와 추천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관객들의 다양한 욕구 및 수준에 부응하는 예술적 요소로서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영화에서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의 작품요인으로 ‘일반분장’, ‘특수분장’, ‘헤어’, ‘의
상’ 변수가 관객의 관람만족의 매개변수를 통해 관객의 관람몰입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화적 속성과 영화 관람 만족요인을 바탕으로 영화 평론

가의 호평 및 마케팅에서도 상업적으로 흥행한 특수분장이 적용된 한국영화 5편을 관람한 10  이상 남

녀 관객 61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5편의 영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Examples of Korean film works with special makeup

Movie title 200 Pounds Beauty  The Thieves  Ode to My 
Father

The Admiral: 
Roaring Currents

Train to 
Busan

 Movie 
premiere 2006.12.14 2012.07.25 2014.12.17 2014.07.30 2016.07.20

genre Comedy, Melo,
Romance, drama

Crime, action,
Drama Drama History, action,

Drama action, thriller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
계처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한 특수분장 기법이 적용된 한국영화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와 관람만족, 관람몰입, 행동의도에 해 

알아보고,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

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선형회

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관람만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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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255명
(41.3%), 여성 362명(58.7%)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0  53명(8.6%), 20  93명(15.1%), 30  210명
(34.0%), 40  166명(26.9%), 50  이상 95명(15.4%)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139명(22.5%), 학생

( 학, 학원생 포함) 92명(14.9%), 전문기술직 72명(11.7%), 사무직 68명(11.0%), 문화예술직 65명
(10.5%), 자영업 63명(10.2%), 판매서비스직 57명(9.2%), 전업주부 27명(4.4%), 공무원 22명(3.6%) 순으

로 나타났다.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에 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KMO 측도는 

0.964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²=16111.905(p<.001)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s)을 토 로 4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88.149%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의상’이 23.756%, ‘특수분장’이 22.735%, ‘헤어’가 22.127%, ‘일반분장’이 19.531%로 

나타났다. 총 4개 요인의 적채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각 요인의 신뢰

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특수분장 기법이 적용된 한국영화에서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가 관객의 관람만족과 몰

입,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영화 분장 및 특수분장이 적용된 작품분석의 이론적 모형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분장 기법이 적용된 한국영화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가 관람몰입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람몰입은 일반분장, 의상, 특수분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도는 일반분장, 특수분장, 헤어, 의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분장 기법이 적용된 한국영화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와 관람몰입,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장, 특수분장, 헤어, 의상은 관람몰입,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관람만족(내재적 만족, 외재적 만족)을 거쳐 관람몰

입,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특수분장이 적용된 한국영화에서의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는 관객의 관람만족

과 몰입,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관객의 문화적 욕구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는 관객의 영화에 한 만족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속 분위기나 사건을 보다 실감나게 모사하고, 향후 장르의 발전

과 더불어 새로운 재료와 기법,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 이미지 구현요소를 통해 지속적인 관

객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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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을 이용하여 여드름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임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여드름 피부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의 제조

발효옻은 우루시올이 제거된 참옻발효진액(옻가네)시판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와송은 70% 발효에탄올 

추출물로 발효옻과 와송추출액을 1:1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발효

옻·와송복합추출물을 30브릭스 농도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2) 화장품 제조 

임상 실험을 위한 FRO가 10% 함유한 스킨, 로션을 조제하여 실험군에 사용하였고, FRO가 함유되지 

않은 동일 성분의 로션을 조제하여 조군에 사용하였다. 제조된 화장품은 4주 동안 안전성테스트를 거

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여드름 피부 개선을 알아보기 위해 을지 학교 윤리위원회(IRB EU19-83-01)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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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취지에 동의한 10∼20  남·여 26명을 최종연구 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6주 동안 진행하였다. 선정기준은 국내 5개 의과

학 의료진이 여드름 사진을 토 로 연구 분석한 한국형 여드름 분류법인 “KAGS(Korean Acne 
Grading System)”을 이용해서 1∼ 6등급을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a b c d e f

Fig. 1. Standard Photo Set for KAGS (a:Grade 1, b:Grade 2, c:Grade 3, d:Grade 4, e:Grade 5, f:Grade 6).

3. 연구 방법

1) 육안평가와 피부측정기를 이용한 분석

본 연구의 여드름 상태변화는 사용 전과 2주차, 4주차, 6주차 변화를 확보된 임상사진을 개개인별, 주
차별로 육안 관찰 평가를 하였으며, 피부측정기를 이용해 안면의 볼, 이마, 턱, 코 중 여드름이 가장 심한 

부위 좌우 7 cm 범위를 설정하였고, 화농성, 여드름 개수, 홍반에 해 KAGS(Korean Acne Grading 
System)”을 이용해서 1∼6등급으로 체크하였다

2) 여드름 개선 만족도 및 개선효과 평가

여드름 개선 만족도는 실험 참여자를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드름 개선효과 평가는 피부전문가의 

객관적인 관찰지표로 조사하였다. 여드름 개선 만족도와 개선효과에 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

용하여 5점 매우개선(Much improved), 4점 개선(Improved), 3점 보통(Usually), 2점 그 로(No change), 
1점 더 심함(Worse)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과 통계 

본 연구의 여드름 개선 만족도와 개선 효과에 한 자료 분석은 2주차, 4주차, 6주차에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실험군과 조군에 한 평균 ± 표준편차(M ± SD)로 표기하였으며 

측정 분석은 SPSS v. 21.0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aired-t-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수준은 

p<0.05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여드름 피부개선에 대한 분석 결과 

1) 전문가의 육안적 관찰평가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전, 2주차, 4주차, 6주차 사용 후 여드름 개선 정도를 육안적 관찰 평가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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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cne photos at 2 weeks, 4 weeks and 6 weeks before the experiment(n=8)

Case
(Age/Sex)

Experimental Case
(Age/Sex)

Control
0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0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A. 
(20/F) 

a. 
(20/F)

E. 
(22/F) b. (25/M)

C.
 (21/M) c. (19/M) 

D. 
(16/F) 

d.
 (17/F) 

2) 여드름 상태변화 분석 

실험군과 조군 간의 실험 전, 후 여드름 상태변화를 KAGS 등급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2). 

Table 2.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acne condition

Experimental(n=13) Control(n=13)

0 weeks
M     SD M     SD
2.07 ± 1.18 2.07 ± 1.03

2 weeks 1.38 ± 0.76 1.92 ± 0.75
4 weeks 1 ± 0 1.61 ± 0.76
6 weeks 1 ± 0 1.76 ± 0.83

2. 여드름 개선 만족도 및 개선효과 

임상실험 참여자가 지각하는 여드름 개선 만족도와 전문가가 객관적 분석인 여드름 개선 효과를 분석

과 한 결과 2주차, 4주차, 6주차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Acne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effect according to Likert 5-point scale(n=26)

항    목
Satisfaction Improvement

Participants t p-value observer t p-value

2 weeks
Experimental

M     SD
2.76 0.01**

M     SD
6.74 0.001***3.92 ± 0.64 4.08 ± 0.49

Control 3.27 ± 0.93 3.15 ± 0.55

4 weeks
Experimental 4.23 ± 0.44

2.21 0.04* 4.30 ± 0.48
6.74 0.001***

Control 3.69 ± 0.75 3.38 ± 0.50

6 weeks
Experimental 4.38 ± 0.50

2.99 0.01** 4.38 ± 0.50
4.42 0.001***

Control 3.77 ± 0.75 3.38 ± 0.65
* p<0.05, ** p<0.01, ***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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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 결과 발효옻・와송복합추출물(FRO) 함유 화장품 사용은 전문가의 육안적 관찰 및 실험자의 

주간적 평가에서 여드름 피부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여드름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활용가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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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관계마케팅과 살롱선택속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Relationship Marketing and Selection Factors for Hair Salons 

김아름1⋅박수열1⋅박진혁2⋅박은준3,*

1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대학원생
2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대학원생

3서경대학교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교수

Kim Ah Reum1, Park Su Yeol1, Park Jin Hyeok2, Park Eun Jun3,*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2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Beauty Arts, Beauty art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3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 Department of Hair&Make-up Design*

I. 서론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고객으로 넘어가

게 되었다. 그로인해 경쟁적 시장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살롱들은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고객과의 강한 유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관계마케팅에 한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고, 살롱은 관계마케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고객과의 관계유지 및 고객충성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탐색 후 안을 구매하여 평가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점포선택속성은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현정,2018). 선택속성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속성(윤혜영,이난희(2008)이며, 실제 서비스와 소비자의 선호도 사이의 차이가 나는 요인(이흥구, 
2017)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마케팅과 점포선택속성의 중

요성을 파악하고 두 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헤어살롱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관계마케팅 9문항, 살롱선택속성 11문항, 고객만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분석에 사용하

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12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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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관계마케팅의 타당성 및 신뢰도

관계마케팅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두 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Table 1.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Relational Marketing

관계마케팅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운영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재방문 고객에게 할인을 해준다. .860 .095 .749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784 .317 .715
단골고객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 .768 .310 .685
단골고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717 .355 .639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649 .406 .586
고객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응답해
준다. .271 .846 .789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01 .804 .738

고객과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94 .793 .715
고객은 시술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와 확인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219 .773 .646

고유치 3.177 3.085
설명변량(%) 35.301 34.273
누적변량(%) 35.301 69.574

신뢰도계수(Cronbach's α) .870 .873

2. 살롱선택속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

살롱선택속성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세 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다.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Salon Choice Properties

살롱선택속성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브랜드속성 내적 속성 외적 속성

브랜드 평판이 중요하다. .927 .059 .151 .886
브랜드의 인지도가 중요하다. .925 .087 .103 .874
브랜드의 편의성이 중요하다. .910 .124 .101 .853
브랜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876 .086 .175 .805
직원의 전문성(시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025 .809 -.046 .657
직원의 친절성(예의,미소,친근함)이 중요하다. -.026 .775 .207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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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선택속성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브랜드속성 내적 속성 외적 속성

분위기(내부소음, 매장 음악)가 중요하다. .220 .702 .287 .624
적절한 가격이 중요하다. .131 .655 .212 .491
접근의 용이성(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다. .199 .160 .815 .730
주차시설의 편의성이 중요하다. .061 .175 .803 .679
실내 인테리어(편안한 의자 ,좌석배치, 조명)가 중요하다. .361 .375 .473 .494

고유치 3.550 2.406 1.779
설명변량(%) 32.274 21.876 16.173
누적변량(%) 32.274 54.150 70.323

신뢰도계수(Cronbach's α) .944 .760 .675

3. 관계마케팅이 살롱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마케팅이 살롱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브랜드속성은 관계마케팅의 운영 서비스 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 서

비스 변수가 브랜드속성 요인을 예측하는데 5.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The Effect of Relationship Marketing on Choice Characteristics

종속변수
(선택속성)

독립변수
(관계마케팅)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브랜드 
속성

(상수) .000 .055 　 .000 1.000
운영 서비스 .230 .055 .230 4.160 *** .000

adj R²=.050        F=17.303      p=.000 

내적속성

(상수) .000 .051 　 .000 1.000
커뮤니
케이션

.436 .051 .436 8.529 *** .000

adj R²=.187        F=72.747      p=.000 

외적속성

(상수) .000 .052 　 .000 1.000
운영 서비스 .316 .052 .316 6.097 *** .000
커뮤니 케이션 .261 .052 .261 5.027 *** .000

adj R²=.163        F=31.223      p=.000 
*** p<.001

IV. 결론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의 운영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모두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살롱이용에 있어 직원들의 관심과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질문에 한 

신속한 응 , 재방문에 한 보상서비스 등이 있을 때 선택속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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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에서는 방문고객에 한 기록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재
방문에 한 보상 등 관계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살롱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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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다시마 추출물 도포 시 모발 색 변화

Variation in hair Color when applying Laminaria japonica extracts

김주섭

상지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Kim Ju Sub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Sangji University

I. 서론

모발의 형태학적 구조는 인간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물리, 화학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한다(Bae et 
al., 2002). 이러한 변화는 모발의 손상으로 흡수성도 높아지고 모표피가 박리되어 광택 등에 영향을 주고 

모발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Kim et al., 2010). 산화형 염모제는 밝은 색상을 낼 수도 있는데 모발 손상

은 물론 두피 자극의 원인이 된다(Jung et al., 2012). 최근 식물을 비롯한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색소를 

이용한 모발 염색에 많은 관심 집중되고 있고 연구 되고 있다(Choi, 2012). 천연 성분 추출물에 의한 천

연 염색 연구로는 블루베리 추출물의 모발염색 및 견뢰도 연구(Seo & Park, 2017). 등 이 있다. 이에 천

연 추출물인 다시마 추출물로 모발에 도포하여 색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연구를 위한 재료로 실험에 사용된 모발은 여성의 모발을 후두부에서 두피 2 cm 지점을 기준으로 18 
cm로 채취하여 3 g씩 모(hair) 다발을 만들었다. 이 모 다발을 탈색하여 8레벨 시료 4다발을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다시마 추출물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오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도포를 위해 펌베이

스제와 20g이 되도록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다시마의 함량을 0g. 2g, 4g, 6g 다르게 하였다. 모발의 색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색차계(Color meter, CS-10; CHN spec, China)를 이용하여 CIELAB 표색계

의 색상 값인 명도지수 L*과 색 좌표 지수인 a* 와 b* 값을 측정하였다. 건강모와, 8레벨 시료 별로 10회
씩 도포 전과 후를 측정하고 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을 하여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ivision, 
SD)를 구하고 사후 검증으로 통계 프로그램인 jamovi 1.2.27 solid를 이용하여 T-Tests(Paired sample 
T-Test)로 유의 수준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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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다시마 추출물에 의한 모발 색 변화 

다시마 추출물로 시료에 도포 전과 후 통계 분석 통계 분석 결과 L* 값은 Table 1과 같다. 시료 별로 

평균의 차이가 표본을 추출 할 때 발생하는 표본 오차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모평균 차이에 의한 것이

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시료에 응표본 t-검정을 통해 검정하였다. 건강모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

값의 차이는 –0.46이다.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017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0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3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

률 0.506으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2g)의 시료에 도

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2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445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4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2이고 통

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548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6g) 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7 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282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건강모를 제외한 8레벨 에서 L* 값은 통계분결과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 분석 결과 a* 값은 Table 1와 같다. 건강모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

균값의 차이는 1.1 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291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0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3 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088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2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2.0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Table 1. Statistical analysis result value of Brightness L*, a*, b*

Sample
Pre Post

p
Mean Mean

L*

virgin hair 7.41 7.87 0.017
8L(0g) 55.7 55.4 0.506
8L(2g) 55.7 55.9 0.445
8L(4g) 55.7 55.5 0.548
8L(6g) 55.7 55.0 0.282

a*

virgin hair 18.7 17.6 0.291
8L(0g) 12.9 12.6 0.088
8L(2g) 12.9 10.9 <.001
8L(4g) 12.9 10.7 <.001
8L(6g) 12.9 10.4 <.001

b*

virgin hair -10.3 -8.7 0.001
8L(0g) 41.4 40.6 0.087
8L(2g) 41.4 39.1 <.001
8L(4g) 41.4 38.7 <.001
8L(6g) 41.4 3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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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4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2.2이고 통계분

석 결과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6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2.5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
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레벨에서 다시마 추추물을 혼합한 시료에서 변화가 있

었다. 통계 분석 결과 b* 값은 Table 1과 같다. 건강모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1.6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0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0.8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0.087로 유의기준 

p<.05 보다 큰 값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2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2.3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4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2.7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 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8L(6g)의 시료에 도포 전과 후의 평균값

의 차이는 3.4이고 통계분석 결과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기준 p<.05 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건강모와 8레벨에서 다시마 추출물을 혼합한 시료에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천연 염료로 다시마 추출물이 모발의 색을 변화 시켜 천연 염료로서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연구하였다. 그 결과 L* 값은 평균은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분석 결과 건강모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차

이가 없음 알 수 있었다. a* 값 분석결과 다시마 추출물을 혼합한 시료에서 모두 통계분석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값 분석결과 건강모와 다시마 추출물을 혼합한 시료에서 모

두 통계분석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다시마 추출물은 

혼합하여 도포한 시료의 모발 표면색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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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

TNF-α로 유도된 사람각질형성세포의 염증반응에서 작약감초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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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피부는 보호 장벽으로서 외부 환경의 물리･화학적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방어기능

을 담당한다(Burke, 2018). 특히 각질형성세포는 세균이나 화학물질의 침투에 하여 효율적인 방어 작

용을 하며, 다양한 염증반응에 관여한다(Beissert et al., 2006).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로 유

도한 염증반응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1beta (IL-1β), IL-6와 같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생

산하여 각질형성세포의 손상과 회복 속도 저하, 세포 증식속도 감소 및 각종 염증성 피부 질환 등을 유도

하여 면역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Seo et al., 2014). 최근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한 관심이 

두됨에 따라서 천연물 또는 한방 약재나 처방을 화장품 원료로 접목시키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작약감초탕을 이용하여 TNF-α에 의한 사람각질형성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

향에 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작약감초탕

본 실험에 사용된 작약감초탕의 구성 한약재인 작약 및 감초는 옴니허브(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

다. 작약 및 감초 추출물은 물 1 L에 작약, 감초 100 g을 각각 넣고 2시간 30분 동안 전탕하였다. 전탕액

은 여과 후 동결 건조하여 3차 증류수에 녹여서 필터 하였으며, 동의보감 작약감초탕 비율을 참고하여 

2:1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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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주 및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HaCaT 세포는 Addexbio (San Diego, California, USA)로 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사

용하였다. 사람 각질형성세포주인 HaCaT 세포주를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첨가한 RPMI-1640 (GibcoBRL, Braunschweig, Germany) 배지를 사용하여 5% CO2, 37℃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세포독성분석

사람각질형성세포에 작약감초탕을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 MTT용액을 첨가하고 다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30분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Formazan생성물은 DMSO로 용해하였다. Formazan용해액

을 96 well plate에 loading한 후,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 흡수되

는 양을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saline만을 처리한 naive cell과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4. RNA 분리 및 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총 RNA 분리 방법은 Bae et al(2019)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추출한 RNA는 cDNA 
Kit(Toyobo, Japan)를 이용하여 PCR machine(Bio-rad, Hercules, CA, USA)으로 합성하였다. 또한, 
mRNA의 발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SYBR green RT-PCR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작약감초탕의 HaCaT 세포에 대한 독성

HaCaT 세포에 작약감초탕을 0.1, 1, 2, 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생존

율을 관찰한 결과 작약감초탕 2 mg/mL 농도까지는 유의성 있는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5 mg/mL농

도에서 유의미한 세포 독성을 보였다. 따라서 2 mg/mL 이하의 농도를 유효 농도로 설정하였다 (Fig. 1).

Fig. 1. Effect of Jakyakgamcho-tang on cytotoxityin HaCaTcells. The values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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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약감초탕이 hTNF-α로 유도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

HaCaT 세포에 작약감초탕을 0.1, 1 및 2 mg/mL의 농도로 1시간 전처리하고, hTNF-α로 24시간 동안

자극 후, IL-1β, IL-6, TNF-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hTNF-α를 처리한 군에

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TNF-α의 생성이 mRNA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Fig. 
2, 3, 4). 또한, 작약감초탕 처리에 의하여 hTNF-α 처리로 인한 IL-1β, IL-6, TNF-α의 증가가 mRNA 
수준에서 작약감초탕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3, 4).

Fig. 2, 3, 4. Effect of Jakyakgamcho-tang on mRNA expression of IL-1β, IL-6 and TNF-α in HaCaT 
cells. 
The values ar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saline. *p < 0.05 vs TNF-α.

IV. 결론

피부 염증 및 화장품 소재 개발에 효과 검증을 위하여 사람각질형성세포인 HaCaT 세포에 TNF-α로 

염증반응을 유도하고 작약감초탕의 항염증 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작약감초탕은 

HaCaT 세포에서 2 m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작약감초탕은 HaCaT 세
포에서 IL-1β, IL-6 및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작약감초

탕이 HaCaT 세포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유의미하게 억제하였음을 보여준다. 작약감초탕은 

추후 다양한 피부 염증 질환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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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미용실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alon service scape on custom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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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용 산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들과 달리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는 특성상 무형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품질에 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

서 고객들에게 유형적인 단서로 서비스품질을 제공한다면 고객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고, 높아진 고객들

의 기 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마케팅 전략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Zeithmal V. 
A etc, 1985).

또한 최근 소비자행동 연구자들은 소비자 구매행동에 감정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

인식하고 있다(Kim, Han-Shin, 2014).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만족이 결정된다는 연

구(Holbrook & Batra, 1987)를 통해 만족의 정도는 고객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Bitner(1992)는 

서비스스케이프 개념 모형에서 물리적 환경요소와 인지적, 감정적, 심리적 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

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고객의 소비행동 또는 서비스 직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실의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구성요인들 중 

고객의 반응과 만족도 및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설정하였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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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500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고, SPSS 20.0을 통해 빈도분석, 요
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인용 및 응용하였

으며,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서비스스케이프, 고객반

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였고,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기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와 같다. 
고객반응의 하위요인인 감정적반응은 심미성, 환경성, 기능성, 안정성, 편의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미성, 환경성, 기능성, 안정성, 편의성 변수가 감정적반응 요

인을 예측하는데 33.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환경성(β
=.372), 기능성(β=.261), 편의성(β=.236), 안정성(β=.220), 심미성(β=.165)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성, 환경성, 기능성, 안정성,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감정적

반응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반응의 하위요인인 인지적반응은 심미성, 안정성, 편의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미성, 안정성, 편의성 변수가 인지적반응 요인을 예측하는데 35.3%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심미성(β=.547), 편의성(β=.200), 안정성(β=.131)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미성, 안정성, 편의성이 높아질

수록 인지적반응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1.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service quality

Dependent variable
(Customer Response)

Independent variable
(service scape)

coefficient
s(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emotional response

(Constants) .000 .037 　 .000 1.000
Aestheticity .165 .037 .165 4.513 *** .000

Environmentality .372 .037 .372 10.149 *** .000
Functionality .261 .037 .261 7.142 *** .000

Stability .220 .037 .220 6.000 *** .000
Convenience .236 .037 .236 6.455 *** .000

coordinated R²=.331   F=50.410   p=.000***

Cognitive response

(Constants) .000 .036 　 .000 1.000
Aestheticity .547 .036 .547 15.176 *** .000

Environmentality .041 .036 .041 1.144 .253
Functionality .045 .036 .045 1.241 .215

Stability .131 .036 .131 3.635 *** .000
Convenience .200 .036 .200 5.541 *** .000

coordinated R²=.353   F=55.412   p=.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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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 결과 서비스스케이프가 고객반응의 하위요인인 감정적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미성, 환경성, 기능성, 안정성,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감정적반응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

객반응의 하위요인인 인지적반응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미성, 안정성,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인지적반응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객들은 무형의 서비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비스스케이프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도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매장의 분위기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적 자극

을 이용해 청결하고 매력을 끌 수 있게 형성하면 고객의 반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고객이 경쟁업체와 다르게 매장 이용 시 편리함을 인지하여 불편한 부분이 적다고 느

끼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해질 수 있도록 고객의 동선에 맞게 구조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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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피부의 노화는 인체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 중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필연적 과

정이다. 그러나 이는 자외선, 환경오염, 인체내부의 염증 등 내적･외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과잉 생성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피부 진피층의 세포외기

질(Extra cellular matrix, ECM)의 분해를 촉진하여 가속화된다(Pascale et al., 2016). 특히 피부 세포의 구

조와 기능에 중요한 세포외기질의 견고성은 피부의 수분 정도와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s (Matric 
metalloproteinases)에 의해 결정된다(Li et al., 2010).

II. 재료 및 방법

계요등 속(Paederia) Paederia foetida와 Paederia scandens의 잎을 두 가지 용매 80% 메탄올과 열수

(60℃)을 선택하여 P. foetida의 메탄올 추출물(FM), 열수추출물(FW) 그리고 P. scandens의 메탄올 추출

물(SM), 열수추출물(SW) 총 4가지 추출물을 획득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DPPH, ABTS 라
디컬 소거능 측정, 항염증 활성은 NO (nitric oxide) 생성, IL-6 사이토카인 분비 측정, 항주름 활성을 위

해 Type-I procollagne 합성, MMP-1 단백 발현, AQP-3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P. foetida와 P. scandens의 메탄올 또는 열수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ABTS 라디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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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이 높게 나타났다. DPPH IC50값은 SW> FW>FM>SM, ABTS IC50은 SW>FW>SM>FM 순서 로 나

타나 두 종 모두 열수추출물에 비해 메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였다(Table 1). 

Table 1. The IC50 value of DPPH and ABTS assay. 

IC50 DPPH ABTS
FM 171.722±10.261 903.611±5.007
FW 241.070±16.199 1054.746±74.947
SM 168.798±43.315 939.938±78.633
SW 300.683±27.671 1403.849±195.388
AsA 7.319±0.508 34.169±0.752

*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n=3) ± S.D. FM: 80% methanol extract of P. foetida; FW: 
hot water extract of P. foetida; SM: 80% methanol extract of P. scandens; SW: hot water extract of P. 
scandens; AsA: Ascorbic acid.

마우스 식세포 (RAW264.7)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도한 후 각 추출물에 의한 항염 효능을 NO 
및 IL-6 사이토카인 생성 측정법으로 확인한 결과 FM과 SM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과 IL-6 
분비를 감소시켰으며, 특히 SM 추출물에 의한 저해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Fig. 1). 

Fig. 1. Effects of four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NO and IL-6 by LPS-induced RAW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xtract for 1 h, and then were treated with LPS 
(100 ng/mL) for 24 h. (A) The level of NO in the cell culture supernatants was measured by 
Griess assay, and (B) the expression of IL-6 in the cell culture supernatants was measured by 
ELISA. 

Type-I procollagen은 피부 진피층에서 전체 콜라겐 함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성분이다 

(Courtney et al., 2006). 항주름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ELISA 분석법을 이용하여 Type-1 collagen 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FM 추출물은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현저하게 Type-I collagen 합성을 촉진시켰다 

(Fig. 2). 
피부 주름 생성과 탄력 손실을 유발시키는 효소인 MMP-1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 방법으로 확

인한 결과 FM 추출물이 MMP-1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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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P-3는 표피 기저층 각질형성세포에서 수분 통로 기능으로 피부 보습에 중요한 단백질이다 

(Hara-Chikuma & Verkman, 2008). 각 추출물에 의한 AQP-3 단백질 수준 변화를 확인한 결과 두 종 모

두 열수추출물에 의한 단백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FW 추출물이 SW보다 더 낮은 농도조건에서도 

AQP-3의 발현을 증가시켰다(Fig. 2). 

Fig. 2. Effect of four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type-I procollagen synthesis in HaCaT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xtract. After 24 h, (A) the release of type-I 
procollagen in the culture media was determined by PIP EIA, and (B) the protein level of 
MMP-1 and AQP-3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β-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IV. 결론

2종 계요등 속(Paederia) 각각 P. foetida와 P. scandens의 잎을 80% 메탄올과 열수로 추출하여 항산

화, 항염 및 항노화 효능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 foetida 및 P. scandens의 메탄올추출

물(FM & SM)은 열수추출물(FW & SW)에 비해 높은 항산화 효능을 나타났으며, 특히 P. scandens 메탄

올추출물(SM)은 NO 생성과 IL-6 분비를 억제하여 염증 관련 피부 질환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P. foetida 메탄올추출물(FM)은 type-I procollagen의 합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MMP-1의 단

백질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P. foetida 열수추출물(FW)은 수분 조절 단백인 AQP-3의 발현을 증가시켜 P. 
foetida의 항주름 및 보습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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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프랜차이즈(Franchise) 미용실의 등장은 국내 미용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체계적인 

이론교육 및 경영, 기술교육에서 막 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Kim& Cang, 2011), 미용업계의 경쟁 심

화로 유능한 서비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사자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직무에 

연관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Choun& Jung & Ko, 2016). 이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에서 교육

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 점포는 교육에 한 의존도가 높아(Lee& Kang, 2010) 직영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한 만족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직영점의 교육 성취도에 따른 정보를 제

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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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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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related satisfaction  

Fig. 1. Study Model

2. 자료수집

자료 수집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240부의 설문

지 중 분석에 사용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7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

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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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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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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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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교육만족도가 직무적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직무적용만

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53.459,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는 .65로 나타났다. 직무적용만족도에 교육만

족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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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교육만족(B=.26, t=5.408, p<.001), 직무연관만족(B=.13, t=3.293, p<.01)은 정적 영향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적용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는 교육만족도 하위변인 CS교육만족

(=.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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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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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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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한 만족도가 직무적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직무적용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이론만족, 실습만족, CS교육만족, 직무연관

만족 모두 정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CS교육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의 직영점은 본사에 모여서 종사자에게 동일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데 교육에 한 만족도가 직무에 적

용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와 정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종사

자가 직무에서 근무할 때 필요로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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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판데믹으로 신체활동의 감소, 과도한 긴장과 타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정원우, 2021). 스파는 스트레스 해

소뿐만 아니라 심신이 건강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건

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강선희, 2011). 오늘날 스파는 건강과 미용 (heath & beauty) 의 목적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온천, 해수, 입욕제를 이용한 도심 내의 스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라

피와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만성 질병의 치료 등과 같은 건강과 노화 관리, 체중 관리, 마사지를 목

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파가 발달되고 있다(전희찬, 2012). 테라피를 통해 

불안을 완화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으며,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을 기본부터 

관리하려는 관심이 고조되면서 힐링에 한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함혜근, 2017). 이렇게 스파의 역

할이 커지고 제공해야할 범윅 확  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다 표준화되

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김정화, 2010). 스파의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학계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꾸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의 전반

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파의 실무진들, 관련 업계 종사들에게 소비자의 스파서

비스의 정보를 제공 하며, 스파 서비스 상품의 질적 향상과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스파 경험이 있는 30세~60세 까지의 성인남녀 상으로 2020년 9월 23일~2020년 10월 5일
의 기간에 걸쳐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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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스파 이용 경험 문항으로 연구 상자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859부를 배포하여 자료정리(Data Cleaning)을 거쳐 답변이 불성실한 48부를 제외한 나머지 

806부를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통계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의 설문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스파 관리에 한 인식 4문항, 스파 시설의 이용실태 9문항, 스파 프로그램 

이용실태 7문항, 스파 프로그램 선호도 12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Spa management awareness

Table 1. Awareness of spa management according to age

　 Age
Total 2

(p)30s 40s 50s

Spa awareness
Yes 362

(95.3%)
282

(95.6%)
128

(97.7%)
772

(95.8%) 1.484
(.476)

No 18
(4.7%)

13
(4.4%)

3
(2.3%)

34
(4.2%)

The place that 
comes to mind 

first

Resort/Vacation 
Spa

130
(34.2%)

112
(38.0%)

60
(45.8%)

302
(37.5%)

49.859***

(.000)Hotel Spa 171
(45.0%)

172
(58.3%)

59
(45.0%)

402
(49.9%)

etc 79
(20.8%)

11
(3.7%)

12
(9.2%)

102
(12.7%)

Spa images

Cozy and relaxed 
atmosphere

89
(23.4%)

73
(24.7%)

46
(35.1%)

208
(25.8%)

23.511**

(.001)

A luxury facility. 131
(34.5%)

110
(37.3%)

40
(30.5%)

281
(34.9%)

High quality 
service.

138
(36.3%)

83
(28.1%)

27
(20.6%)

248
(30.8%)

High reputation. 22
(5.8%)

29
(9.8%)

18
(13.7%)

69
(8.6%)

Spa effect

Effect of 
treatment.

27
(7.1%)

47
(15.9%)

6
(4.6%)

80
(9.9%)

42.207***

(.000)

Skin beauty. 93
(24.5%)

31
(10.5%)

23
(17.6%)

147
(18.2%)

Spa effect 93
(24.5%)

56
(19.0%)

33
(25.2%)

182
(22.6%)

Rest and 
rejuvenation

167
(43.9%)

161
(54.6%)

69
(52.7%)

397
(49.3%)

Total 380
(100.0%)

295
(100.0%)

131
(100.0%)

806
(1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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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a Program Usage Status

Table 2. Status of use of spa service programs
(Multiple respons)

　 N % 케이스의 %
Body massage Swedish massage 448 29.1% 59.2%

Total 1537 100.0% 203.0%
Body therapt Aroma therapy 485 43.9% 69.8%

Total 1105 100.0% 159.0%
Facial Anti-aging 344 22.1% 48.7%
Total 1559 100.0% 220.5%

Hydro therapy Water jet 428 58.5% 79.0%
Total 732 100.0% 135.1%

Body treatment Edema care 290 29.9% 53.7%
Total 971 100.0% 179.8%

 

IV. 결론

본 연구의 연령에 따른 스파관리 인식의 결과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에서 30 와 40 는 고급 호

텔 스파가 각각 171명(45.0%), 172명(58.3%)로 가장 많이 응답였으나 50 는 리조트/휴양지 스파가 60명
(45.8%)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그 차이가 존재하였다 (χ2=49.859, p<.001). 고급호텔 스파이미지에서 30

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138명(36.3%), 40 는 고급스러운 시설이 110명(37.3%), 50 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46명(35.1%)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그 차이가 존재하였다 (χ2=23.511, p<.01). 그리고 

스파 효과에서 모든 연령에서 휴식 및 활력회복이 각각 167명(43.9%), 161명(54.6%), 69명(52.7%)로 가

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40 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치료효과에 해서 많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존재하였다 (χ2=42.207, p<.001). 스파서비스의 이용실태의 결과는 바디마사지는 스웨디시 마

사지가 448명(29.1%)로 가장 많았으며, 바디 테라피는 아로마케라피 485명(43.9%), 페이셜은 안티에이징

관리가 344명(22.1%), 하이드로 테라피는 워터젯 428명(58.5%), 바디 트리트먼트는 부종케어 290명
(29.9%)로 가장 높은 이용실태의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Jung, W. W. (2021). Effect of Psychologial and Factors on Dietary Life Style Change during COVID-19 
Pandemic.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s master's thesis, p.8

Kang, S. H. (2011). The Effect of Spa Resort Physical Environment on Image, Perceive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spa resort on image, 
perceived value,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ural intentions. Ph.D. thesis at Soonchunhyang 



88 2021년 6월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University, pp.11-13
Jeon, H. C. (2012).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in the Domestic Spa Industry and 

the Developmnent of the Virtual Manual. Master's thesis at Konkuk University Gradational uate 
School of Design, pp.7-8

Ham, H. G. (2017). Effects of Cosmetic Therapy Program on the Cognitive Function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Elderly. Ph.D. thesis at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3-4

Kim, J. H. (2010). The Effect of the Spa Seletion Attribute of the Spa Use Motive.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t Daegu Hanny University, p.1



한국미용학회 제55회 하계학술대회 89

P-08

메이크업숍의 정보이용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

고객반응 비교 

Comparison of Service Quality, Service Atisfaction, and Customer Respons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Usage Characteristics of the Makeup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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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Lee Ji Lim1 and Eun Mi Choi2,＊

1Master's Degree, Dept.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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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의 현 인들은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관리에 있어서 상 방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만족

감을 높이기 위한 외적 이미지 관리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2014). 실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정체성이 익히 알려진 사람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SNS활용 고객들은 SNS를 통해 메이크

업숍를 찾아보고 방문한다. SNS활용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SNS게시물이나 댓글을 이용하여 정보 전달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Park & Lee, 2014). 따라서 정보이용특성에 따라 서비스 품질, 이용만족도는 

방문자가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구전의도, 재방문 등의 마케팅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이

용 특성이 SNS활용고객과 일반방문고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 고객반응에 하

여 비교함으로써 메이크업숍의 경쟁력 강화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메이크업숍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남녀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서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 총 352부를 회수하여 이중 불성실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330부를 통

계 처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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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숍 이용 특성

조사 상자를 SNS활용고객과 일반방문고객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샵 이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SNS활용고객의 숍 방문 주기는 6개월에 1번이 33.9%로 가장 많았고, 주기간 상관없음 28.2%, 2-3개

월에 1번 20.1% 순이었다. 일회 지출 비용은 5-10만원 미만이 48.9%로 가장 많았고, 숍 선택 이유는 기

술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일반방문고객의 숍 방문 주기는 6개월에 1번이 38.5%로 가장 많았고, 1회 지출 비용은 5-10만원 미만

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숍 선택 이유는 기술이 42.9%로 가장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hop use by group of persons surveyed

Division　 Customers who 
utilize SNS General visiting All X2 p

Shop Visit 
Cycle

More than twice a 
month 10 5.7% 6 3.8% 16 4.8%

1.845 0.764
Once a month 21 12.1% 14 9.0% 35 10.6%

Once every two or 
three months 35 20.1% 31 19.9% 66 20.0%

Once every six months 59 33.9% 60 38.5% 119 36.1%
Regardless of cycle 49 28.2% 45 28.8% 94 28.5%

Disposable 
Expense

Less than 50,000 won 41 23.6% 28 17.9% 69 20.9%

2.428 0.488

Less than 50,000 
won-100000won 85 48.9% 85 54.5% 170 51.5%

Less than 100,000 
won-150000won 43 24.7% 36 23.1% 79 23.9%

Over 150,000 won 5 2.9% 7 4.5% 12 3.6%

Reasons for 
Shop 

Choices　

Location 9 5.2% 11 7.1% 20 6.1%

5.535 0.477

Price 26 14.9% 16 10.3% 42 12.7%
Review 45 25.9% 35 22.4% 80 24.2%

Convenience facilities 9 5.2% 6 3.8% 15 4.5%
Shop atmosphere 11 6.3% 18 11.5% 29 8.8%

Skill 72 41.4% 67 42.9% 139 42.1%
Etc 2 1.1% 3 1.9% 5 1.5%

All 　 174 100.0% 156 100.0% 330 100.0% 　 　

2.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정보이용 특성

SNS활용고객의 주로 이용하는 SNS유형은 인스타그램이 59.8%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6.1% 순
이었고, SNS이용 횟수는 1일에 3회 이상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정원(2013)은 샵 선택 경로 조사에

서 주변인의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12.1% 고객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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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숍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방문고객의 샵 방문 

경로는 지인소개가 82.1%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김인숙(2010)의 연구에서 미용업체 선택기준

으로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추천’으로 선택 한다는 고객의 수가 4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

와 유사하다.

3.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 고객반응 비교

조사 상의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 고객반응에 한 집단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먼저, 서비스품질에 한 비교 결과, 전문성과 공감성, 유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이용만족도는 정보제공만족도와 샵 이용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정보제공만족도는 일반방문고객이 평균 4.45로 SNS활용고객의 4.17보다 높았고

(t=3.698, p=.000), 샵 이용 만족도도 일반방문고객이 평균 4.49로 SNS활용고객의 4.35보다 높았다

(t=2.015, p=.045). 구전의도는 일반방문고객이 평균 4.46으로 SNS활용고객의 4.3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04, p=.046). 따라서 윤재임(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메이크업숍

의 서비스품질에 한 고객의 반응은 물리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기

술과 고객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Comparison of service quality, service satisfaction, and customer response by group of persons 
surveyed

Division　　
Customers who utilize SNS General visiting

　t p
Average Standardization 

Deviations Average Standardization 
Deviations

Reliability 4.34 0.520 4.46 0.673 1.892(.059)
professionalism 4.28 0.630 4.43 0.661 2.209(.028)*

Responsiveness 4.35 0.621 4.48 0.631 1.799(.073)
Empathy 4.27 0.638 4.43 0.699 2.160(.032)*

typicity 4.31 0.591 4.49 0.651 2.611(.009)**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4.17 0.685 4.45 0.686 3.698(.000)***

Shop Satisfaction 4.35 0.611 4.49 0.638 2.015(.045)*

Revisit 4.37 0.629 4.50 0.662 1.842(.066)
oral intentions 4.30 0.665 4.46 0.713 2.0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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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21세기 현 인들은 자신의 외모관리가 자아존중과 만족감이 전반적인 행복감까지 전달되며 외모는 실

력이며 경쟁력이라 여겨지고 소비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화시 의 SNS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SNS활용고객과 일반방문고객을 상으로 메이크업숍의 정보이용특성은 SNS활용고객의 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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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NS유형은 인스타그램를 활용하고 일반방문고객의 샵 방문 경로는 지인소개가 많았다. 서비스품질

에 한 비교 결과, 전문성과 공감성, 유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용만족도는 정보

제공만족도와 샵 이용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

며 일반방문고객이 더 높았다. 이에 SNS활용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이용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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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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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용 산업현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보다 빠르게 모즈펌, 빌드펌, 바디펌 등과 같은 새로운 이름

의 퍼머넌트 웨이브가 생겨나며 고객들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에 맞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퍼머넌트 웨

이브는 고객들의 두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름다움과 이미지 표현에 있어 효과적이여서 많은 고객들이 

꾸준히 시술을 하고 있다. 열 퍼머넌트 웨이브는 일반 퍼머넌트 웨이브보다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 때

문에 만족도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열 퍼머넌트 웨이브는 일반 퍼머넌트 웨이브와 다르

게 1제를 도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약제를 씻어내고 와인딩 작업을 하여 열을 가해 웨이브를 형성하

는 과정에서 고온의 열과, 화학적 시술로 인해 모발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 웨이브를 형성하기 위해 강

알칼리제를 사용하지만 반복적인 시술은 모발의 손상 및 웨이브 유지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반복적인 

시술은 알칼리제로 인한 모발 큐티클의 들뜸, 단백질 유출로 인해 모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성펌 환원제인 시스테아민을 사용하여 열 퍼머넌트 웨이브 반복 시술 시 트리트먼트 

처리 방법에 따른 웨이브 형성력, 모발 손상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시료 모발은 헤어스타일의 변형을 위해 시술후 잘려나간 모발 즉 폐모발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

였으며 건강한 20  여성의 모발로 최근 3년 동안 화학적 시술, 장기적인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Virgin 
hair로 후두부로부터 10㎝ 떨어진 지점에서 25㎝ 길이로 절단 하였으며 각 1.5g씩 상부를 실리콘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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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료를 제작하였다. 시스테아민 환원제를 사용하여 트리트먼트 처리를 하지 않은 조군 C, PPT 전처

리제를 사용한 CBP,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IP, PPT 전처리제,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사

용한 CBIP로 시료명을 명명하였다. 열 퍼머넌트 웨이브는 디지털 퍼머넌트 웨이브 기구를 이용하였고 

14㎜ rod를 사용하였으며, 와인딩 후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군 C는 시료 모발에 환원

제 2g을 정량 도포 하였으며, 연화 시간은 15분 자연 방치, 연화 테스트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척 하였

다. 세척 후 타올드라이를 진행하였으며 민두에 고정 시킨 후 15분 자연 방치 뒤 14㎜ 롯드를 이용하여 

스파이럴 와인딩을 진행하였다. 열 처리 10분 온도는 100℃로 설정하였고, 자연 방치 15분 후 롯드 아웃

하여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중화하였다. 미온수 세척 및 타올 드라이 후 민두에 고정시켜 24시간 자연

방치 하여 마무리하였다. PPT 전처리제를 사용한 군 CBP는 환원제를 도포 하기전에 PPT 전처리제를 도

포하여 10분 자연방치 한 뒤 세척 후 환원제를 도포하였으며 이후 시술방법은 같고, pH balance 중간처

리제를 사용한 CIP는 환원제 도포 후 세척 전 1차 도포, 세척 후 2차 도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시술방

법은 같다. PPT전처리제,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모두 사용한 CBIP는 위의 PPT전처리제, pH balance
를 사용한 시술방법을 혼합하였으며, 각 시료는 총 3회 반복 시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웨이브 효율성 측정 결과 CBIP > CBP > CIP > C 순으로 나타났다. Virgin hair의 길이는 25㎝였고, 
트리트먼트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 C는 23.3㎝로 06.80%의 가장 낮은 웨이브 효율성을 보였으며, PPT 
전처리제와 pH balance를 모두 사용한 CBIP는 21.2㎝로 15.20%의 가장 높은 웨이브 효율성을 보였다. 

모발의 굵기 측정 결과 CBIP > CIP > CBP > C 순으로 나타났다. Virgin hair의 굵기는 0.0481 ±  
0.0050 ㎜이고, 트리트먼트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 C는 0.0355 ±  0.0023㎜ 로 가장 낮은 모발 굵기 보

였으며, PPT 전처리제와 pH balance를 모두 사용한 CBIP는 0.0379±  0.0024㎜로 가장 높은 모발 굵기를 

보였다. 
모발의 보습력 측정 결과 CBIP > CIP > CBP > C로 나타났으며 Virgin hair의 보습력은 82.25%이고, 
조군 C는 70.26%로 가장 낮은 보습력을 보였으며, CBIP는 78.52%로 가장 높은 보습력을 보였다. 
모발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 CBIP > CBP > CIP > C F=10.9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Virgin hair의 측정값은 116.37 ±  12.63 gf/㎟이고, 조군 C는 Virgin hair보다 18.6% 감소

율을 보이며 94.80 ±  5.59 gf/㎟로 가장 낮게 측정 되었으며, CBIP는 Virgin hair보다 11.1% 감소율을 

보이며 103.49 ±  3.39 gf/㎟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화학적인 손상으로 강한 산성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모발의 손상이 있다(민명자, 2016). 김현희(2012)

는 구연산을 사용하여 pH를 맞춰주어 모발 스케일이 안정적이고 들뜸이 없이 착된다고 하였다. 전처

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모발 손상 및 굵기 증가에 도움이 된다(강은지, 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반
복적인 시술에서 화학적 작용과 열작용에 의해 모발이 손상 되어진 것으로 사료되고. 트리트먼트 영향으

로 소실된 단백질을 보충해주어 외부로부터의 힘에 저항력을 갖게되어 pH balance를 통해 모발의 pH를 

적절히 맞춰주어 반복 시술임에도 모발 손상이 작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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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 퍼머넌트 웨이브를 디지털 퍼머넌트 웨이브 기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3회 시술 

하였으며 시스테아민환원제를 트리트먼트처리 방법에 따라 모발 손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웨이브 효율

성, 모발 굵기, 모발 보습력, 인장강도, 모표피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웨이브 효율성 측정결과 조군 C는 06.80% 가장 낮은 웨이브 효율성이 측정되었고 PPT 전처리제

를 사용한 CBP는 10.80%,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IP는 10.00% 으로 측정되었으며, 
PPT 전처리제와 pH 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BIP15.20%로 가장 높은 웨이브 효율성이 측정되었다. 

2. 모발의 굵기 측정결과 Virgin hair의 굵기는 0.0481±0.0050㎜으로 측정되었다. 트리트먼트를 처리하

지 않은 조군 C는 0.0355±0.0023㎜로 가장 낮은 측정값을 보였고, PPT 전처리제를 사용한 CBP
는 0.0362±0.0020㎜, pH balance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IP는 는 0.0370 0.0015㎜으로 측정되었으며

PPT 전처리제와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모두 사용한 CBIP는 0.03790±0.0024㎜ 로 가장 높은 측

정값을 보였다.
3. 모발의 보습력측정결과 Virginhair의 보습력은 82.25%로 측정되었다. 트리트먼트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 C는 70.26%로 가장 낮은 보습력을보였고, PPT 전처리제를 사용한 CBP는 72.75%, pH 
balance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IP는 73.90% 으로 측정되었으며, PPT 전처리제와 pH balance 중간처

리제를 모두 사용한 CBIP는 78.52%로 가장 높은 보습력이측정되었다.
4. 모발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 Virgin hair의 측정값은 116.37±12.63 gf/㎟ 이다. 조군 C는 Virgin 

hair보다 18.6%의 감소율을 보이며 94.80±5.59gf/㎟로 가장 낮게 측정 되었고, PPT 전처리제를 사

용한 CBP는 102.89±4.18gf/㎟ pH balance 중간처리제를 사용한 CIP는 101.67±7.66gf/㎟ CBIP는 

Virgin hair보다 11.1%의 감소율을 보이며 103.49±3.39gf/㎟ 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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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름다운 외모에 한 관심이 여성의 전유물이던 시 는 지났다. 남성 역시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

로 자리 잡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현 의 남성은 외모 가꾸기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개성의 표현 행

동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현 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이 메이크업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멋있는 연예인들을 모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 얼굴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눈썹의 중요성은 남성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메이크업과 남성메이크업에 있어 눈썹의 중요성에 한 인식의 변

화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외모관리는 더 이상 특정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중적인 관심

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거나 활발한 이성교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20 -30  남성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 남성 외모관리에 한 변화를 파악하고 신속

히 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20 , 30  남성을 상

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3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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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메이크업에 한 인식 문항은 Song & Kim(2019), Lee(2012), Lim(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눈썹에 한 중요성 문항은 Han & Choi(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은 본 연구자가 위의 선행연구를 토 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가능한 유효 표

본만을 상으로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처리하였다.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성 메이크업에 한 인식 및 남

성 메이크업에 있어서 눈썹의 중요성에 한 인식에 해 알아보고,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는 20  137명(59.1%), 30  95명(40.9%)으로 나타났고, 결혼 상태는 미혼 185명
(79.7%), 기혼 47명(20.3%)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36명(15.5%), 전문  재학/졸업 49명
(21.1%), 학교 재학/졸업 129명(55.6%), 학원 재학/졸업 18명(7.8%)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서비스/
영업직 74명(31.9%), 사무직 73명(31.5%), 자영업 38명(16.4%), 전문직 21명(9.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Age
20s 137 59.1
30s 95 40.9

Married status
Single 185 79.7

Married 47 20.3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36 15.5
a junior college /graduation 49 21.1

a college /graduation 129 55.6
graduate school/graduation 18 7.8

occupation

Office worker 73 31.5
Service/Sales 74 31.9

Self-employment 38 16.4
Profession 21 9.1

Student 26 11.2
Total 2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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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 메이크업 및 남성 메이크업에서 눈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남성 메이크업에 한 긍정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76명(75.9%)은 남성 메이크업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6명(24.1%)은 남

성 메이크업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 결혼상태,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연령 는 20 ,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우,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자

영업, 전문직의 경우 남성 메이크업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ositive perception of Men's Makeup

Category
Positive perception of Men's Makeup 2

(p)Yes No

Age
20s 113(82.5) 24(17.5) 8.006**

(.005)30s 63(66.3) 32(33.7)

Married status
Single 146(78.9) 39(21.1) 4.660*

(.031)Married 30(63.8) 17(36.2)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27(75.0) 9(25.0)

1.416
(.702)

a junior college /graduation 36(73.5) 13(26.5)
a college /graduation 101(78.3) 28(21.7)

graduate school/graduation 12(66.7) 6(33.3)

occupation

Office worker 62(84.9) 11(15.1)

11.809*
(.019)

Service/Sales 47(63.5) 27(36.5)
Self-employment 32(84.2) 6(15.8)

Profession 17(81.0) 4(19.0)
Student 18(69.2) 8(30.8)

Total 176(75.9) 56(24.1)
* p<.05, ** p<.01

IV. 결론

본 연구는 20-30  남성들이 남성메이크업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남성메이크업 있어서 

눈썹의 중요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실행된 연구이다. 조사 결과, 조사

상자 중 남성의 75.9%가 남성 메이크업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  이하의 

경우, 미혼의 경우, 사무직이나 자영업, 전문직의 경우, 남성 메이크업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메이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76명을 상으로 남성 메이크업 요소 

중 눈썹에 한 중요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98.9%가 눈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조사 상자 

중 85,8%가 남성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눈썹이라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
 이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56.5%가 눈썹이 멋있는 연예인을 모방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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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연구는 남성의 외모 관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남성메이크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

여 남성뷰티시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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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뷰티서비스종사자의 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직무열의 

간의 구조관계분석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among Job Craft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atisfaction, and Work Engagement of Beauty Service Employees

서현숙1⋅김주연2,*

1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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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 및 조직경영의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강화된 의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을 증

가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 를 위한 방

안 중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효율성, 직무만족과 같은 학문적 영역의 기본적 속성은 사람관리라는 근본

적 요인이 포함되거나 내재 되어 있다. 잡크래프팅과 긍정심리자본 모두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자본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잡

크래프팅의 역량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연구들은 각 산업별 종사자들의 잡크래프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하여 직무종사자들에게 잡크래프팅의 중요성을 확장하는데 많은 기여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뷰티서

비스산업의 전문화, 조직화, 세분화의 형태로 변모될 예측들은 더욱 인적자원 관리를 중요시하는 요인으

로 두되기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서비스종

사자의 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직무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긍정심

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뷰티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잡크래

프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초기 연구라는 의미를 가지며, 뷰티서비스산업에서 조직의 효율

성, 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 현실적 측면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영역 확장과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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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뷰티서비스종사자(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를 상으로 2018
년 7월 2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최종 683부에 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잡크

래프팅은 임명기등의 한국형 잡크래프팅척도15문항을 사용하였고, 긍정심리자본은 임태홍이 번안과 타

당화를 거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 18문항을 사용했으며, 직무만족은 박재진의 연구에서 인용된 척

도 6문항을, 직무열의는 조주연에서 인용된 척도 17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
반적 특성은 6문항으로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  343명(50.3%), 근무분야는 헤어 305명(44.7%), 종사

자 수는 10명 이상 222명(32.5%), 근무년수는1년 이상 ∼ 3년 미만 247명(36.2%), 직급은 중간관리자(매니

저) 220명(32.2%), 월소득은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97명(43.5%)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한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및 직무열의 요인들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관찰변수의 단변량정규성 분석결과에서 각 변수들의 왜도

(-.336~.088)는 절 값이 3미만이었고, 첨도(-.369～.503)는 절 값이 7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단변량정

규분포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  우도 추정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X2=310.366 (df=98, 
p<.000), RMR=.025, GFI=.944, NFI=.939, IFI=.957, CFI=.957, RMSEA=.056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사

용된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 타당성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구성개념 간 상관

관계 및 개념신뢰도 결과는 862-.930으로 나타나 .07이상의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분산추출지수는 .511-.792로 나타나 0.5 이상의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고찰

1. 뷰티서비스종사자의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직무열의의 구조적 관계

뷰티서비스종사자의 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잡크래프팅이 긍정심리자본의 직접효과는 β=.557, 잡크래프 팅이 직무만족의 직접효과는 β=.230, 간접

효과는 β=.244(p<.01), 총효과는 β=.474로 나타났다. 잡크래프팅이 직무열의의 직접효과는 β=.304, 간
접효과는 β=.267(p<.01), 총효과는 β=.571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모형에 기초하여 긍정심

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테스 트(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잡크래프팅과 직무만족

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z=6.605, p<.001), 잡크래프 

팅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z=7.410, 
p<.001) 잡크래프팅이 직무만족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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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종사자의 잡크래프팅과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및 직무열의와의 인과적인 모델

을 검증한 결과로, 뷰티서비스종사자의 잡크래프팅은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및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잡크래프팅이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만족과 직무열의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잡크래프팅을 통해 뷰티서비스종사자 스스로가 일과 자신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

하였고, 이를 통해 뷰티서비스종사자가 일에 한 의미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한 중요성을 인지

하며, 변화에 맞춰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 일의 의미, 고객 및 직원간의 관계와 소통이 원활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잡크래프팅은 뷰티산업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으로 뷰티서비스산업은 사업체 규모 및 조직구성

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성이 부각되기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2인 이상의 뷰티서비스사업체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형화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뷰티서비스사업체를 상

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 시켜 일반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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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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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현 사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미에 한 관심이 두드러지며 미용서비스를 받으려는 고객은 늘어

나고 있다. 미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였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

근의 경기악화, 미용기술의 평준화, 새로운 형태의 미용서비스 시설 탄생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확

 등으로 과거와 같이 일방향적인 기술위주의 경영자세로는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다(송연숙, 2008). 이러

한 경쟁환경에서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서비스 및 제품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

고 고객이 서비스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하며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객의 긍정적 반응을 이

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지식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정보에 한 기 와 일치 혹은 불일치 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수준의 정보처리를 하지만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유입정보가 자신의 사

전지식과 일치할 때에 신속한 평가를 하지만 불일치할 경우 최종 평가를위해 오랜시간 분석적 검토를 한다

(Sujan, 1985). 따라서 일괄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프레임을 맞춤 상품에 해 파악

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사전지식이 미용실 방문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긍정적인 고객반응을 이끌어내 경영성과를 높이고 경험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나아가 타 분야의 관련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 및 필요성을 가진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10-50  이상 미용실 고객을 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법 설문

지가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2020년 05월 20일부터 06월 28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578부의 설문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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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521가 회수되었고, 그중 분석에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2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500부
가 최종적으로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총 3개의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용돈 및 월 평균 소득의 총 6문항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전지식은 11문항, 고객반응은 11문항으으로 구성하였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척도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자’, 연령은 ‘50  이상’,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직업은 ‘영업/서비스직’, 결혼여부는 

‘기혼’, 용돈 및 월 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00,%)

Category
all

Frequenc(N) Percentage (%)

Gender
Men 204 40.8

Women 296 59.2

Age

10s 18 3.6

20s 99 19.8

30s 97 19.4

40s 121 24.2

50sover 165 33.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195 39.0

a junior college/graduation 130 26.0

a college/graduation 156 31.2

graduate school and above 19 3.8

Job

Profession 88 17.6

Office work/financial business 47 9.4

production/technician 54 10.8

Sales/service job 118 23.6

teacher/officer 9 1.8

self-employment 61 12.2

student 35 7.0

housewife/inoccupation 53 10.6

Etc 3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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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ll

Frequenc(N) Percentage (%)

Married

single 195 39.0

married 284 56.8

Etc 21 4.2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69 13.8

More than 500,000 won - less than 1 million won 53 10.6

More than 1 million won - less than 2 million won 115 23.0

More than 2 million won - less than 3 million won 112 22.4

More than 3 million won - less than 4 million won 68 13.6

More than 4 million won - less than 5 million won 32 6.4

5 million or more 51 10.2

Total 500 100.0

2. 사전지식, 고객반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사전지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사전지식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무관심’, ‘관심’, ‘필요성미인지’의 세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전체 분산의 74.6%이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검증 결과, 세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가 0.891∼0.825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객반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

고객반응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공감성’, ‘유형성’의 두 개 요인이 도출되

었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72.2%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

뢰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가 0.834∼0.943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전지식이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

사전지식이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고객반응의 하위요인인 감정적반응은 관심, 필요성미인지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 필요성미인지 변수가 감정적반응 요인을 예측하는데 22.6%의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심(β=.345), 필요성미인지(β=.331)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심, 필요성미인지가 높아질수록 감정적반응도 높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반응의 하위요인인 인지적반응은 무관심, 관심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관심, 관심 변수가 인지적반응 요인을 예측하는데 10.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심(β=.286), 무관심(β=.176)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관심, 관심이 높아질수록 인지적반응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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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w pre-knowledge affects customer responses

dependent variable
(customer reaction)

independent variable
(prior knowledg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SE B)
β t p

emotional reaction

(a constant) .000 .039 　 .000 1.000
Indifference -.042 .039 -.042 -1.077 .282

interest .345 .039 .345 8.771 *** .000
not aware Necessity .331 .039 .331 8.403 *** .000

adjustR²=.226   F=49.566   p=.000***

cognitive response

(a constant) .000 .042 　 .000 1.000
indifference .176 .042 .176 4.153 *** .000

interest .286 .042 .286 6.771 *** .000
not aware Necessity .034 .042 .034 .804 .422

adjustR²=.109   F=21.246   p=.000***

*** p<.001

IV. 결론

본연구 결과 고객의 사전지식의 수준이 반응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변화됨을 인식함에 따라 사전지식 수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방문률

을 증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의 특성에 따른 시술에 한 방법, 과정, 사용제품에 한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

도를 높이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고객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친숙도를 가지고 방문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경영성과도 제고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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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 로 인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위

협을 받고 있다. 평생 직업이라는 직업관이 생겨나면서 미용기술을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전문 미용 기술

직 및 창업이 두되고 있다(Han, 2020). 이러한 전문분야의 미용 산업은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산

업보다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Park,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 품질 요인, 교육성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며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규명하여 미용 교육기관들의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마케팅 전략 및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

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전, 세종, 충청에 거주하는 10 부터 50  이상의 남･여 미용 수강생들을 

상으로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되었고, 일반적 특성 8문항,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

스 품질 요인 18문항, 교육성과 8문항, 수강생 만족도 12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4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98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Sobel test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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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여성 (83.9%), 연령은 10 (25.9%), 거주 지

역은 전(49.5%), 직업별로는 기타 (26.1%)가 가장 많았다. 미용 교육 관련 특성에서는 미용 수강 분야

로는 헤어(45.7%), 수강 목적은 자격증 취득(45.5%), 미용 교육센터의 학습 기간은 3-6개월(34.9%), 미용 

교육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은 강사의 질 (46.7%)이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교육서비스 품질, 교육성과, 만족도의 요인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서비스는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로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교육성과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스와 수강생 만족도 및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스 품질과 수강생의 만족도 및 교육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교육서비스 품질의 하위 요인인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각각 수강료 만족도, 

교육성과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교육시설 만족도, 교･강사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수강료 만족도, 전체 만족도 역시 각각 교육성과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 (Yang, 2020)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미용학원 수강생들을 상으로 조사 한 

결과 교육서비스 품질이 수강 만족도와 교육성과에 높은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 해준다.

Table 1. Correlation of education service on the beauty education center o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variable
education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Educational 
expenses

education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1
Human Environment .714** 1
Human Environment .774** .786** 1
Educational expenses .681** .582** .722** 1

stdent′s 
satisfaction

Educational Facilities .795** .693** .777** .686**

a teaching Instructor .707** .761** .776** .613**

Education Program .731** .670** .787** .679**

Educational Expenses .667** .543** .694** .852**

satisfaction .808** .738** .845** .799**

educational achievement .767** .723** .793**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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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atisfaction

educational 
achievementEducational 

Facilities
a teaching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Expenses satisfaction

education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Educational expenses

stdent′s 
satisfaction

Educational Facilities 1
a teaching Instructor .773** 1
Education Program .821** .791** 1

Educational Expenses .708** .613** .717** 1
satisfaction .917** .876** .927** .862** 1

educational achievement .805** .749** .794** .675** .841** 1

IV. 결론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스 품질(수강료, 교육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이 높아질수록 수강

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 교육센터에 한 수강생의 만족도(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교･강사, 수강료)가 높아질수록 교육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스 품

질(수강료, 교육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이 높아질수록 수강생 교육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나타

났다.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강생 만족도는 매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용 교육센터의 교육서비

스 품질 요인이 수강생의 교육성과 및 만족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 및 수강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미용 교육센터의 교･강사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강생 만족과 함께 비교･분석 한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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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미용종사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A studen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service of Beaut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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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현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중요관심사가 생활과 삶의 질의 향상(조현진, 박은준, 2010)으로 

변함에 따라 미용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필수 생활산업으로(최정선, 김경란, 2009), 생산과 수요와 

공급에 동시성을 갖춘 블루컬러산업이며,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과정부터 결과까지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지고,(최정하, 장미여, 박은준, 2019), 인적자원의 의

존도가 높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요소가 중요요소임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김귀녀, 2011).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삶과, 삶의 

만족에 한 행복감의 정도이며(Ryff, 1989), 서비스품질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서비스의 우수성에 한 

전반적인 판단 혹은 태도’라 할 수 있다(PZB, 1985). 현재 미용산업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의 

관련성에 한 관련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10 부터 60 까지의 수도권 지역의 남녀 미용종사자를 상으로,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320부 중 300부만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

다. 자료의 일반적특성은 명명척도,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의 구성내용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여 도출된 빈도

분석,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베리멕스 사용), 신뢰도 분석을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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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심리적 안녕감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 서비스품질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

아본 결과는 <Table 2>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자율성’, ‘환경에 한 통제력’, ‘긍정적 인관

계’, ‘자아수용’,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으로 6개 요인이, 서비스품질은 ‘공감성’,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응답성’으로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의 신뢰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1.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questions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Factors5 Factors6

Commonality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
acceptance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I can't express my thoughts when I disagree with 
my friends. .838 .020 .104 -.056 -.063 -.110 .733

I have few friends I can talk to all night when I'm 
having a hard time. .828 .124 -.001 .100 -.042 -.040 .714

I sometimes feel lonely because I don't have a friend 
to talk to. .822 .068 -.049 .153 -.155 -.043 .732

I tend to be afraid that I am wrong when I make 
a decision about something. .761 -.078 .119 .112 -.066 -.093 .625

Looking back on my life, I don't think I've changed 
much. .745 .144 .077 .027 -.312 -.017 .680

Sometimes I have to refuse someone's request and 
I can't. .716 -.044 .194 .023 .008 -.144 .574

I agree with Edison's "99% effort and 1% inspiration". .086 .788 .079 .071 .279 -.090 .726
I think talent includes effort. -.189 .758 .177 .144 .135 .015 .680
I think it's because I try hard if the test, performance, 
and sales are good. -.009 .663 .138 .221 .272 -.012 .582

I think getting a good grade on the test depends on 
the luck of the day. .323 .620 -.004 .120 -.319 .202 .646

I tend to think I was lucky if I had a good test or 
performance. .278 .601 .070 .082 -.229 .266 .573

I don't think it's hard to get along with other people. .069 -.014 .720 .250 .083 .080 .599
I have a friend who can talk all night about our dreams. -.160 .169 .709 .170 .015 .096 .596
I have friends who can help me when I have an 
emergency. .103 .005 .682 .358 .034 .083 .612

I can cope well with the unexpected. .271 .144 .673 .099 .029 .017 .558
I us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ll to achieve 
my goal. .212 .173 .564 .111 .235 -.042 .462

I believe that more good things will happen to me 
in the future. .109 .161 .107 .808 .018 -.020 .703

I consider myself a worthy person. .218 .029 .190 .742 .136 .052 .657

I can change my life as much as I want, depending 
on my will. -.095 .271 .206 .655 .168 .064 .586

I enjoy talking to other people. .267 .001 .322 .615 -.094 .126 .577

I think that if you try, what you want will always 
come true. -.127 .185 .342 .583 .097 .022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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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well-being questions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Factors5 Factors6

Commonality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
acceptance

purpose
of life

personal
growth

There are many people who live without a purpose 
in life, but I don't. -.259 .101 .092 -.042 .723 .040 .612

I have a purpose and a direction in my life. -.309 .082 .129 .154 .708 .286 .726

I can answer my dream with confidence. -.178 .101 .161 .111 .658 .359 .642

I enjoy planning for the future and trying to get it. .094 .077 .014 .137 .637 .231 .492

I enjoy hanging on to difficult and challenging things. -.051 .013 .006 .056 .297 .829 .781

I'm a person who likes to try new things. -.247 .013 .114 .064 .319 .777 .785

I like to learn new things and challenge myself. -.345 .366 .204 .050 .155 .536 .609

High Value 4.635 2.812 2.806 2.804 2.662 2.058

Description Variables (%) 16.555 10.042 10.020 10.016 9.508 7.350

Cumulative Variables (%) 16.555 26.596 36.616 46.632 56.141 63.490

Confidence coefficient (Cronbach's α) .897 .771 .771 .799 .790 .785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service quality

Quality of Service Question
Factors Factors2 Factors3 Factors Factors5

Commonality
Empathy typicity Reliability conviction Responsiveness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ship with employees. .823 .069 .192 .075 .157 .749

It gives individual consideration to customers. .765 .108 .276 .081 .077 .686

It is located in a convenient place for transportation. .755 .271 .093 .098 .091 .669

Feedback is obtained from the customer aft. .732 .222 .096 .007 .207 .637

Employees have sufficient expertise and skills. .643 .219 .134 .230 .274 .605

I believe that I have received professional training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626 .359 -.081 .141 .291 .632

The shop staff's style is sophisticated and makes customers 
like it. .224 .790 .219 .021 .103 .733

The interior of the shop is well decorated. .204 .778 .210 .064 .147 .718

The shop has convenient location conditions. .253 .765 .213 -.002 .085 .703

The shop is equipped with the latest equipment. .122 .735 .095 .072 .147 .591

It introduces various designs or beauty products according 
to the situation. .177 .637 .145 .210 .293 .588

You can get the service through the reservation system. .164 .130 .873 .058 .133 .826
Service is available at the scheduled time. .173 .204 .863 .023 .120 .830
Manage customers using customer cards or customer 
management programs and charge accurately. .162 .162 .838 .002 .197 .794

The interior of the shop is clean and well organized. .086 .269 .810 -.040 .081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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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Service Question
Factors Factors2 Factors3 Factors Factors5

Commonality
Empathy typicity Reliability conviction Responsiveness

The inside of the store is clean and well organized. .025 .023 -.128 .841 .165 .752
I want to do it immediately when the customer needs it. -.003 .009 .070 .834 .160 .726
Answer the phone immediately and respond with all your 
heart. .100 .106 -.072 .825 .044 .709

The staff are polite and respectful. .154 .025 .209 .777 .055 .765
It is a reasonable price in light of various conditions. .220 .175 -.008 .580 .286 .498
Quickly deal with customer complaints or problems. .199 .229 .191 .124 .813 .805
Employees respond quickly to customer demands even when 
they are busy. .180 .169 .093 .188 .811 .763

It suggests a variety of trendy hairstyles. .265 .168 .083 .157 .803 .774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stomer, they pay attention 
and help them solve it. .179 .123 .288 .221 .598 .536

High Value 3.722 3.401 3.392 3.302 2.925
Description Variables (%) 15.510 14.173 14.135 13.757 12.187
Cumulative Variables (%) 15.510 29.682 43.818 57.574 69.761

Confidence coefficient (Cronbach's α) 881 866 918 857 866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종사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에 하여 알아보기 위함으로,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은 6가지, 서비스품질은 5가지의 하위요인이 나타났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성별

은 여자, 연령은 20 , 결혼여부는 미혼, 학력은 전문 (2년제) 졸업 혹은 재학중, 월 소득은 200만원~299
만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문를 토 로 심리적 안녕감과 서비스품질의 영향관계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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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Beauty service internal marketing is harmful to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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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뷰티서비스 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활발한 시장으로 그로인한 업체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뷰

티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되어 타 산업군에 비

하여 이직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정 등, 2009). 단순히 외모와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뷰티 전반에 관련한 견문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이 직무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유도은, 2009). 사업체를 구성하고 주체가 되어 함께 이끌어가는 

현장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침으로 내부지향적 마케팅활동에 한 중요도 

인식이 점차 확 되고 있다(진은영, 2008). 종사자의 서비스에 의해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뷰티서비

스업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을 내부마케팅을 통하여 관리한다면 종사자는 직무에 더 만족하게 되어 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포화

상태인 수도권지역의 뷰티서비스분야 종사자들을 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마케팅 요소

들을 분석하여 어떤 하위요소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뷰티서비스산업 현장

에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수도

권지역의 1인 이상 근무하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병원내 피부관리실의 뷰티서비스종사자를 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43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40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11문항(명목척도), 내부마케팅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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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윤인옥(2009), 최정희(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26문항,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윤정(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에 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내
부마케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여성”의 비율이 78.4%
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 는 26세-30세의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응답비율

이 70.8%로 더 높았다. 근무지는 미용실이 58.7%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의 직원 수는 5-9명이 근무하는 

사업체비율이38.6%로 높았으며 근무지역은 서울이 59.7%, 근무지의 형태는 개인경영사업체 종사자의 비

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다.

2.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내부마케팅의 요인분석 결과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내부커뮤니케이션, 경영자지원 5가지 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 Factor analysis on internal marketing

 Division

Factors

Education 
training

Reward 
system

Delegation 
of 

authority
Internal

communication
Manageme
nt suppor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workplace where I work are helpful for job 
performance.

.827 .074 .180 .170 .176

The workplace I work for believe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valuable to me. .824 .115 .180 .185 .151

The workplace where I work provides opportunities 
to complete education and training. .770 .249 .050 .064 .095

In the workplace where I work, various job-rela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being operated. .755 .268 .034 .128 -.019

I am satisfied with the job training at the workplace 
where I work. .747 .236 .311 .217 .043

It has helped me understand current and future 
customer needs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at the 
place where I work.

.730 .161 .281 .196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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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Factors

Education 
training

Reward 
system

Delegation 
of 

authority
Internal

communication
Manageme
nt support

The compensation policy at our workplace is being 
implemented appropriately. .185 .810 .221 .189 .097

In our workplace, a system is in place to reflect customer 
evaluations in employee compensation. .145 .796 .059 .059 .151

Our workplace rewards employees for providing ideas 
that help improve their work. .209 .733 .259 .031 .169

Our workplace is implementing a
compensation system for work performance. .314 .723 .128 .190 .092

In our workplace, we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compensation to our employees when they achieve 
their target sales.

.109 .697 .249 .240 .155

In our workplace, employees are given ample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199 .612 .261 .229 .186

Our workplace allows our employees autonomy in 
business decision-making. .241 .187 .768 .222 .157

Our workplace allows our employe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in solving problems. .200 .203 .762 .134 .120

Our workplace allows our employees a lot of initiative. .117 .268 .742 .199 .242
Our workplace encourages creativity in our employees. .353 .271 .636 .120 .317
Our workplace trusts the judgment of our employees. .195 .255 .611 .250 .299
Employees at my workplace activ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bout their work. .252 .096 .088 .785 .171

The employees at my workplace actively 
 communicate about matters outside of work. .071 .066 .144 .778 .102

The workplace where I work has good communication 
with the employees. .244 .207 .152 .732 .003

In the workplace where I work, free expression of 
opinion is possible in a free atmosphere. .128 .177 .226 .668 .258

In the workplace where I work, suggestions for 
management improvement are possible to superiors. .158 .276 .188 .570 .242

Our workplace has an atmosphere in which the principal 
can be easily approached. -.038 .019 .402 .129 .736

In our workplace, the manager engages employees 
in the plan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182 .280 .176 .149 .727

The head of our workplace provides guidelines for 
resolving work-related problems when they arise. .156 .262 .056 .245 .690

The manager of our workplace encourages open 
communication. .117 .186 .456 .193 .663

Eigen value 4.383 4.076 3.550 3.204 2.634
Dispersion rate 16.858 15.675 13.653 12.322 10.131

Cumulative dispersion rate 16.858 32.533 46.186 58.508 68.639
Confidence(Cronbach’s α) .913 .894 .893 .840 .823

KMO = .933, Bartlett's test결과 2=6946.823 (df=32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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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직무만족의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on job satisfaction

Division
Factors

job satisfaction
I think the current job suits my abilities and aptitude. .806
I am doing my best in my current job and I am proud of it. .799
I can recommend what I am currently doing to others. .796
I am interested in my current job. .779
My expertise and skills are put to good use during the procedure. .775
I believe that my personal growth has been helpful while working for our company. .764
I think I am getting enough support and help for my job. .694
I think that the salary I receive in return for the job is sufficient. .609

 Eigen value 4.565
 Dispersion rate 57.064

Cumulative dispersion rate 57.064
 Confidence(Cronbach’s α) 0.885

KMO = .883, Bartlett's test 결과 2=1712.661 (df=28, p=.000)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인 내부마케팅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 내부마케팅의 권한위임(r=.663, 
p<.001), 내부커뮤니케이션(r=.591, p<.001), 교육훈련(r=.581, p<.001), 경영자지원(r=.553, p<.001), 보상시

스템(r=.537, p<.001) 순으로 변수 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market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ivision M±SD

Internal marketing
Job 

satisfactionCommunity
cation

Education 
training

Delegation 
of 

authority

Management 
support

Reward 
system All

Internal 
marketing 

Internal
communication 3.79±.54 1

Education training 3.57±.73 .481*** 1
Delegation of authority 3.56±.69 .542*** .543*** 1

Management support 3.64±.63 .514*** .369*** .660*** 1
Reward system 3.35±.72 .492*** .524*** .598*** .513*** 1

Internal marketing 3.57±.53 .736*** .783*** .841*** .731*** .824*** 1
Job satisfaction 3.81±.57 .591*** .581*** .663*** .553*** .537*** .739***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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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내부마케팅의 권한위임( β=.293, p<.001), 

교육훈련( β=.234, p<.001), 내부커뮤니케이션( β=.224, p<.001), 경영자지원( β=.125, p<.01) 순으로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시스템을 통한 직무만족에는 의미 있는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Influence of internal marketing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Assort
Subordination Variable : Job satisfaction

B Standard error  t p VIF

(Constants) .837 .142 5.888*** .000

Internal 
marketing

Internal Communication .234 .044 .224 5.276*** .000 1.659
Education training .182 .033 .234 5.555*** .000 1.636

Delegation of authority .242 .042 .293 5.757*** .000 2.393
Management support .111 .041 .125 2.725** .007 1.941

Reward system .051 .035 .065 1.471 .142 1.813

R 2  = .566, adj R 2  = .561, F = 1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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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로 내부마케팅의 권한위임, 
교육훈련, 내부커뮤니케이션, 경영자지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안정된 인적관리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뷰티서비스 종사자

들에게 자율성과 주도권을 허용하며 반복되는 직무에 도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
사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여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제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상자를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뷰티서비스종사자로 한정하였고, 두 집단의 직무의 역할이 상이하

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분야의 차이에 해 살펴보고 더 많은 표본을 상으로 다양한 뷰티서비

스산업 종사자를 상으로 각 직무에 따라 분류하여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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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 on job performance of medical skin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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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현 사회 발전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뷰티 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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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Choi&Moon, 2013).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업무수행 시 나타나는 감정표현과 관리는 병･의원의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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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멘토링 기능과 더불어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직무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원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와 병･의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

영성과와 조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피부과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한 고객 상담이나 관리 및 시

술업무를 시행하는 종사자를 상으로 2020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 간 온라인 설문지 111부
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280부 배포하여 264부를 회수하였고,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16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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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부를 포함해 총 35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

증하며, SPSS WIN v.21.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여자가 97.2%, 25세~30세 미만의 연령이 42.9%, 최종학력은 전문  

재학/졸업이 48.7%,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40.4%, 직급은 사원이 59.9%, 근로자 수는 10명~20명 미만

이 33.7%, 병원의 형태는 네트워크병원(프랜차이즈)이 7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공은 

미용전공(통합)이 49.6%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멘토링 기능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멘토링 기능의 요인분석 결과 심리사회적 역할기능, 현재업무경력, 미래업무경력 3가지 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Table 1. Analyze factors for mentoring function

Sortation
Factors

1 2 3

Psychosocial 
ro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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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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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1 2 3

Current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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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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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result 2 = 6295.037(df=378, p=.000)

3. 직무성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직무성과의 요인분석 결과 효율성 및 효과성, 근무의 질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Table 2. Analyze factors for job performance

Sortation
Factors

1 2

Efficiency 
& 

Effectiveness

1. I do more than the manager expected. .772 .008
4. My work performance always exceeds the target set by the manager. .770 .217
5. I can make useful and creative suggestions for organisations. .711 .264
2. I can finish the work requested by the manager within the time limit. .631 .205
3. I can reduce the time needed to finish my day-to-day work. .612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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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1 2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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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8 2.133
Variance Rate 36.424 23.702

Cumulative Variance 36.424 60.125
Reliability .808 .758

KMO = .881, Bartlett's testresult 2 = 1335.729(df=36, p=.000)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성과는 멘

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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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job performance

Sortation
Mentoring function Job Performance

Psychosocial 
role function

Current work 
experience

Future work 
experience Total Efficiency &

Effectiveness
Quality of 

Work Total

Psycho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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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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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났다. 따라서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멘토링 기능의 심리사회적 역할기능과 현재업무경력이 높을수

록 직무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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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act of mentoring capabilities on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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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의 심리적자본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자본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를 통해 업무경력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소모임

과 공식적인 멘토링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성 높은 직무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디컬 스킨케어종사자가 비공식 멘토링 기능인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의 접촉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음으로써 멘토가 멘티의 역할모형기능을 발휘해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수행에 발전을 기여하여 

재직환경을 포함한 근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산업의 경영자와 인적관리 담당자는 

심리적자본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여 바람직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통한 병원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길 

기 하고, 산업현장의 관리자들은 멘토가 멘티에게 단순히 현재의 직무에 관련된 지식과 경력을 위한 도움

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력개발과 조직적응, 역량개발 등을 포함한 상담과 기회제공을 증 하

는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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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현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또 다른 이면으로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
히, 공기에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최근 들어 가장 표적인 환경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

며,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신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염증반응, 장벽손상 등 여러 가지 피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유해인자

로 알려져 있다(Kim, 2019). 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지향하는 현 인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피

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리행동이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미세먼지와 관련된 피부건강관리 행위

는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체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각종 질환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인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과 피부

건강관리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50 의 남녀를 상으로 인터넷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01월 12일까지이며, 불성실한 응답 없이 총 

502부의 설문을 통계 처리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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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 로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Lee(2020), Choi(2018)의 측정도구를 수정･보
완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피부건강관리 행위의 2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여, 질
문지 형식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44.2%, ‘여자’가 55.8%이었으며, 연령은 

‘20 ’가 31.1%, ‘50 ’가 25.3%, ‘40 ’가 21.9%, ‘30 ’가 21.7%이었다. 학력은 ‘ 졸’ 69.7%, ‘고졸’ 
20.5%, ‘ 학원졸’ 9.8% 순이었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53.2%, ‘미혼’이 46.2%, ‘기타’가 0.6%이었다. 직
업은 ‘회사원’이 25.5%, ‘전문직’이 22.7%, ‘영업, 서비스직’이 14.9%, ‘학생’이 13.1%, ‘주부’가 9.8%, 
‘자영업’이 9.6%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Sortation Frequency(N) Percen(%)

Gender
Male 222 44.2

Female 280 55.8

Age

20's 156 31.1
30's 109 21.7
40's 110 21.9
50's 127 25.3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03 20.5
college graduation 350 69.7

Graduate graduation 49 9.8

Marital
Status

single 267 53.2
married 232 46.2

Etc 3 .6
Total 502 100.0

2.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귀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

까?’(M=4.31), ‘귀하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M=4.25)순으로 

평균이 높았다(Table 2).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에 한 전체적인 평균값을 Hong(2016)의 연구 결과와 비교

하면 미세먼지에 한 현 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일상생활의 관심사로 두되었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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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affects your health? 4.31 .71
Did you know that particulate matter is a class 1 carcinogen 
designa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3.52 1.18

Did you know that the “Domestic particulate matter Special Act” 
was designated in 2019 as a policy to reduce fine dust by the 
government?

2.81 1.20

Do you think the media reports and risk assessments related to the 
human health of particulate matter are appropriate? 3.27 .95

Do you think that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is bad for your 
skin? 4.25 .77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causes pigmentation? 3.44 1.04
Do you think that particulate matter causes symptoms such as 
stinging of the skin? 3.77 .99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affects skin aging or wrinkles? 3.79 .96
Do you think particulate matter causes skin cancer? 3.68 .93

Perception of Particulate Matter Harmfulness 3.65 .63

3. 피부건강관리 행위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해 살펴본 결과, 화장품의 사용은 ‘귀하는 기초화장품을 이용하여 피부기초관

리를 하십니까?’(M=3.76), ‘귀하는 피부건강을 위해 세안제를 신경쓰십니까?’(M=3.56) 순으로 평균이 높

았고, 전문적인 피부관리는 ‘귀하는 피부 문제가 생기면 피부관리 전문가를 찾습니까?’(M=2.85), ‘귀하는 

피부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용 팩을 주기적으로 사용하십니까?’(M=2.80)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영양 및 

운동관리는 ‘귀하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십니까?’(M=3.83), ‘귀하는 비타민 및 건강식품을 챙겨드십

니까?’(M=3.41)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kin Health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Use of
Cosmetics

Do you do basic skin care using basic cosmetics? 3.76 1.03

Do you always use sunscreen when going out? 3.46 1.33

Do you purchase cosmetics through expert advice? 2.71 1.10

Do you look at the ingredients of cosmetics and choose according to 
your skin type? 3.26 1.11

Do you care about cleansing products for skin health? 3.56 1.10

Do you use functional products related to wrinkles, whitening, and 
pores? 3.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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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rofessional 
skin care 

Do you seek a skin care specialist if you have skin problems? 2.85 1.16
Do you regularly visit the skin care room for skin health care? 2.24 1.09
Do you regularly use Facial mask for skin health care? 2.80 1.11
Do you use aroma oil for skin health care? 2.15 .98

Nutrition
and Exercise 
management

Do you exercise regularly? 3.13 1.13
Do you walk as much as you can? 3.83 .96
Do you take care of your meals to take care of your skin? 2.54 1.06
Do you ea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ith your meals? 3.20 .97
Do you take vitamins and health foods? 3.41 1.15
Do you drink more than 2L of water per day? 2.93 1.10
Do you try to get a balanced nutrient intake at one meal? 3.19 .98

Skin Health Management Behavior 3.08 .70

IV. 결론

본 연구는 현 인들의 미세먼지 유해성 인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피부건강관리 행위를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에 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에 적합한 피부건강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미세먼지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전략적 정보 안내가 필요하며, 관련 화장품 개발 및 마케팅, 피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건강한 식습관

과 운동습관이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는 의식의 제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유해성에 한 현 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부건강관리의 지식과 태도가 

향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행위가 실천되면 모두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 건강 및 새로운 피부미용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길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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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 사회는 여러가지 내적, 외적 자극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 및 수면장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게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두됨으로써 포괄적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단지 피로감뿐만 아니라 신체의 회복력과 정신적 통합력이 약해지고 학

습력과 기억력에도 장애를 받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증가되어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Clark, Flowers, Boots & Shettar, 1995). 수면장애의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 의학에서 수면장애의 치료로 부분의 경우에 진정제와 수면유도제 등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지만 약물의 장기간 사용은 오히려 내성이나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Kim, 1981; 
Lee, 1995). 

수면장애에 한 처방안과 관리방법에는 이완요법, 인지요법, 명상, 요가, 심상요법, 아로마법요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중국의 의료적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연구보고된 적용방법에서 증상에 따른 에센

셜오일의 종류, 적용부위, 적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정형화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후속연

구로 피부미용인들의 에센셜오일 적용 방법 및 아로마여법 적용방법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상은 중국연구재단에서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과 관련된 2000년∼2020년 12월까지 학회



한국미용학회 제55회 하계학술대회 131

지를 선정하였다. 측정 변수의 범위는 수면장애에 관한 에센셜오일, 인체적용부위,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키워드 검색하여 선정하였다. 자료는 Excel 2013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수면장애 관한 10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10편의 연구에서 

에센셜오일은 라벤더, 버가못, 오렌지, 제라늄, 진저, 페퍼민트로 나타났고 적용부위는 코, 귀, 손. 어깨부

위에 적용되었다. 에센셜오일의 사용방법은 흡입법, 음악병행, 귀침술, 마사지법으로 나타났다. 사용기간

은 1주, 2주, 4주, 8주, 12주로 나타내었고, 사용횟수는 1회/1일, 2회/1일, 3회/1일, 1회/2일, 2회/1주로 진

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라벤더오일을 이용하여 흡입법과 마사지법으로 수면장애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Kim, 2017: Kim, 2010). 라벤더오일은 리나룰(linalool)성분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신경안정과 혈압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능이 있다는 이론적배경을 뒷받침하고 있

다(Jeon, 2015). 그 외에 라벤더는 항진균, 항염, 항박테리아, 항우울, 진통, 회복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법은 코를 통해 들어온 향은 폐로 들어가 혈액에 용해되어 신체 각 기관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

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 외 불면증, 우울증, 생리 전 긴장 증후군 등에 램프 확산법을 많이 사용하

고 있다(Zheng, 2020). 미국 시카고 학의 코토 박사는 숙면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즉 수면부족은 혈액내의 포도당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혈당치가 올라가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

되면서 당뇨병 및 체지방에 축적되어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을 가중시킨다(Zheng, 2020).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연구재단에서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임상아로마요법(향기요법) 적용방법과 관련된 선

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2020년 12월까지 학회지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0편의 학회지는 모두 의학계에서 발표된 임상연구 논문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적용

방법에서 에센셜오일은 라벤더. 흡입법, 코부위, 2주간적용하면서 1일1회로 가장 높았다. 
위의 결과 임상아로마요법은 의학계 및 피부관리에서 저비용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

는 보완 체요법임을 알 수 있다. 추후에 더 많은 선행연구 편수와 한국의 임상결과와 비교분석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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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 사회 들어서 외적인 미에 관심도가 높아져 메디컬 스킨케어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메디컬 스

킨케어가 시행되는 병･의원이 2018년 전국에 략 약 1만여 곳으로 증가되었다(이은지, 2019). 이와 같

이 메디컬 스킨케어가 시행되는 병･의원 시장 경쟁의 과열 및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주윤황 등 2012).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또는 SNS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양질의 

정보를 원하며, 병･의원의 메디컬 스킨케어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기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피부과 

병･의원의 급격한 의료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객 지향적 변화에 의해(신
영희, 2011)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이상규, 2014). 브랜

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잠재력 및 경제력을 만들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김원준, 2015). 그러므로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병･의원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며(오재영, 김은혜, 
이설주, 2007), 이를 위해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케팅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신영희, 2011). 골프장, 호텔, 백화점, 화장품 기업, 의류, 전문 학 등의 업종에서 IMC활동에 한 긍정

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IMC활동에 의한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 한 연구는 전무하기에 이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IMC활동이 피부과의 메디컬 스킨

케어를 이용해 본20-30 여성이 인식하는 병･의원의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피부과의 IMC활동을 통해 피부과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

떠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효과적인 병･의원 마케팅전략 및활동에 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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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피부과의 메디컬 스킨케어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

해 본 20-30  성인 여성을 상으로 조사하였다. 2019년 6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38일간 피부과를 이

용하는 성인 여성 441명을 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과 온라인 설문을 

채택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441부로 이중 응답과 불성실 응답, 주요한 측정항목에 해 불완전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4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결혼, 학력, 직업, 피부과 이용 유무, 피부과 방문 목적 총 6문항으로 명목척도를 사용하였고. IMC
활동은 옥외광고 5문항, 온라인 마케팅 4문항,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 3문항, 인적판매 5문항, 관계마케

팅 3문항, 판매촉진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
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상자가 피부과의 옥외광고와 온라인 광고, 후기 등을 보고 느끼는 브

랜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주전의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고, 총 9문항으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피부과 병･의원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지향적이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 청결하며 정직함으

로 형성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자료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며, 
SPSSWIN 21.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IMC활동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설을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피부과를 이용하는 20-30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연령은 25-29세 32.5%, 20-24세 

31.6%, 30-34세 19.3%, 35-39세 16.5%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은 미혼이 78.5%, 기혼이 21.5%였으

며, 학력은 학교졸업(재학)이 47.6%, 전문 졸업(재학)이 27.4%, 학원졸업(재학)이 15.3%, 고졸

이하가 9.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학생이 

24.8%, 사무직/회사원이 15.1%, 서비스/판매/영업이 13.7%, 자영업과 기타가 같은 비율로 4.7%, 공
무원과 주부도 같은 비율로 4.0%, 마지막 순으로 생산/단순 노무직 0.5%로 나타났다. 피부과를 방문

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 상자는 100%였으며, 피부과의 방문목적으로는 보톡스, 필러 등 쁘띠시술이 

19.7%, 여드름 치료가 16.0%, 점 제거가 13.9%, 레이저 제모가 12.4%, 색소 치료가 9.7%, 수분, 보
습 관리가 9.4%, 피부질환 진료가 8.1%, 모공 치료가 5.0%, 다이어트 시술이 4.5%, 기타가 1.1% 순
으로 나타났다.



한국미용학회 제55회 하계학술대회 135

2. 타당성, 신뢰도 검증

IMC활동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이 0.855로 높게 나타나 타당도

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타나 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카이제곱 값이 4441.103으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요인

적재량이 0.6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명하여 요인 수 5개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745, 설명비가 19.71%로 나타났다. 요인1의 문항인 피부과에 한 버스 배너 광고, 버스정류장 광고, 
지하철 배너 광고, 전철 안 배너 광고를 보고 관심도, 피부과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광고의 관심 및 집중

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 ‘옥외광고’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은 고유값이 3.387, 설명비가 17.824%로 나타

났다. 요인2의 문항인 내가 다니는(다녔던）피부과 직원의 공손 및 친절도, 고객의 요구에 처리 속도, 고
객과의 친 관계, 자발적 서비스를 제공의 정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시술&관리 프로그램에 해 정보를 

제공으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 ‘인적 판매’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고유값이 2.563, 설명비가 13.488%로 

나타났다. 요인3의 문항 인터넷상(블로그, 카페)에서 피부과의 시술&관리 프로그램, 이달에 이벤트에 

한 후기 평, 추천 글･댓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피부정보 확인도, 피부과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확인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 ‘온라인 마케팅’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은 고유값이 2.232, 설명비가 

11.746%로 나타났다. 요인4의 문항 내가 다니는(다녔던) 피부과의 데스크에서 이벤트 정보, 벽면에 시술

&관리 프로그램에 한 포스터, 사진 정보, 기실에 시술&관리 프로그램 책자, 전･후 비교 사진책자 배

치의 정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은 고유값이 1.744, 설
명비가 9.179%로 나타났다. 요인5의 문항 내가 다니는(다녔던) 피부과는 다양한 제휴서비스(커피숍 할인

권, 헬스장 할인권, 주변회사 직원에게 할인권, 호텔 할인권 등)를 제공 정도, 구전활동 시 혜택(할인쿠폰, 
관리 1회 서비스 등)의 정도로 구성되어 요인 명을 ‘판매촉진’이라 명명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브랜드 이미지에 한 KMO값이 0.914로 높게 나

타나 타당도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타나 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카이제곱 값이 2339.319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요

인이 기존변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명하여 요인 수 1개로 도출

하였다. 그 결과 요인은 고유값이 5.453, 설명비가 60.58%로 나타났다. 요인의 문항은 광고 및 후기 등을 

보고 알게 된 피부과는 올바른 진료결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확한 주의사항 설명도,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직원, 의료지식이 풍부한 의사, 최신 의료장비, 청결한 시설, 약속한 시간에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

공도, 지속적으로 고객지향적 운영,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연상되는지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요인 명

을 ‘브랜드 이미지’라 명명하였다.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table 2와 같다. 인적판매 r=.473(p<.001), 구매시점 커뮤니케

이션 r=.464(p<.001), 온라인 마케팅 r=.448(p<.001), 광고 r=.367(p<.001), 판매촉진 r=.351(p<.001)로 모

든 관계에 있어 p<.001로 나타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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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회귀분석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와 같다.  =0.399로 전체 변동의 39.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F=55.555, 

p<.001). IMC활동의 온라인 마케팅( β=.225, p<.001), 인적판매( β=.224, p<.001), 구매시점 커뮤니케이션

( β=.179, p<.001), 옥외광고( β=.164, p<.001), 판매촉진( β=.141, p<.01)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하는 피부과의 IMC활동을 통해 피부과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확인하여 효과적인 병･의원 마케팅전략 및 활동에 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MC활동을 입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켜야한다.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지향적, 전문적, 체계적, 청결, 정직함으로 피부과 병･의원의 브랜

드 이미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피부과 병･의원의 외적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청결도 유지에 힘써야 

하며, 새로운 시술법이나 최신 의료장비의 교체 및 구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옥외광고,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과의 정보교류와 광고, 병원 내부 안에서의 정보교류와 광고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되, 
고객 지향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피부과 병･의원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IMC활동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피부과를 이용한 20-30  

성인 여성 424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다름에 있어 생각하지 않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표본을 설정하거나 다른 연령 의 설정을 통해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본 연구는 IMC활동이 피부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IMC활동이 피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에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피부미용산

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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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발 화장품은 단순한 세정과 스타일링을 넘어 예방과 보호, 회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며, 단순한 제

품에서 사용자의 모발과 두피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다양한 기능

의 트리트먼트 제품 개발로 화학적 시술로 인한 모발의 질적, 형태적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이미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속될 수 있는 손상을 지연시키고 있다(Kang, 2005). 이처럼 모발화장품

은 다양화되고 사용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20 의 모발화장품 구매 특성에 해 분석함

으로써 모발화장품 산업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  196명을 상으로 2020년 9월 2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11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크게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관한 4문항, 두피 및 모발의 특성에 

관한 (2문항), 모발화장품에 관한 특성 5문항, 모발화장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5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Version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구매 모발화장품종류, 방법 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발화장품 구매특성은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 남성 67명(34.2%), 여성 129명(65.8%)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2세 72명(36.7%), 23~25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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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6.7%), 26~29세(26.5%)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115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동안 총 

소비 지출 금액은 30만원 미만 31명(15.8%),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3명(21.9%), 5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 77명(39.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7명(18.9%), 150만원 이상 8명(4.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or of subject

Sortation Frequency (N) Percent (%)

Sex
Male 67 34.2
Female 129 65.8

Age
20-22 72 36.7
23-25 72 36.7
26-29 52 26.5

Occupation

Student 115 58.7
Service industry workers 24 12.2
Office workers 27 13.8
Production and sales workers 16 8.2
Technical workers 14 7.1

1 month 
consumption 
expenditure 

amount

Less than 300,000 won 31 15.8
Less than 300,000 won to 500,000 won 43 21.9
Less than 500,000 won to 1 million won 77 39.3
Less than 1 million won ~ 1.5 million won 37 18.9
Over 1.5 million won 8 4.1

Total 196 100.0

2. 모발화장품의 구매 특성

1) 주로 구매하는 모발화장품

모발 화장품 중 모발세정제 구매율이 94명(48.0%)로 가장 많았으며, 모발 정발용 제품 45명
(23.0%), 모발 케어 제품 38명(19.4%), 염색제품 12명(6.1%), 헤어스타일링제품 7명(3.6%)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2).

Table 2. Mainly purchased cosmetics for hair

Sortation Frequency (N) Percent (%)
Shampoo products 94 48.0
Hair hairdressing products 45 23.0
Hair care products 38 19.4
Hair styling products 7 3.6
Hair dye products 12 6.1

전체 1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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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방법

모발화장품의 구매 방법에 한 결과이다. 모발화장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 화장품 전문에서 구매 67명
(3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으로 구매 64명(32.7%), 슈퍼 및 마트에서 구매 51명(26.0%), 
미용실에서 구매 11명(5.6%), 홈쇼핑으로 구매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w to buy hair cosmetics N(%)

Sortation Beauty
Salon supermarket Internet 

shopping mall
Home 

shopping mall
Cosmetics 

store Total

Shampoo products 4
(2.0)

43
(21.9)

30
(15.3)

1
(0.5)

16
(8.2)

94
(48.0)

Hair hairdressing products 2
(1.0)

6
(3.1)

13
(6.6) - 24

(12.2)
45

(23.0)

Hair care products 4
(2.0)

1
(0.5)

14
(7.1)

2
(1.0)

17
(8.7)

38
(19.4)

Hair styling products - 1
(0.5)

5
(2.6) - 6

(3.1)
12

(6.1)

Hair dye products 1
(0.5) - 2

(1.0) - 4
(2.0)

7
(3.6)

Total 11
(5.6)

51
(26.0)

64
(32.7)

3
(1.5)

67
(34.2)

196
(100.0)

3) 모발화장품 구매 이유

조사 상자들의 모발화장품 구매이유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62명(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품비교가 용이해서 55명(28.1%), 가격이 저렴해서 52명(26.5%),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서 18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응답으로 9명(4.6%)은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사 사이트에서 

단독 판매해서 라는 응답을 받았다(x2=94.078,p<0.001).

Table 4. Reasons to Buy Hair Cosmetics
N(%)

Sortation
Because
the price

is low

Product 
comparison

is easy

Because it is 
professional
and reliable

Because of 
the variety
of products

Etc 계 X2 p

Beauty Salon 2
(1.0)

1
(0.5)

7
(3.6)

1
(0.5) - 11

(5.6)

94.078 0.000***

Super market 15
(7.7)

24
(12.2) - 7

(3.6)
5

(2.6)
51

(26.0)
Internet 
shopping mall

26
(13.3)

12
(6.1)

1
(0.5)

24
(12.2)

1
(0.5)

64
(32.7)

Home shopping 
mall

3
(1.5) - - - - 3

(1.5)

Cosmetics store 6
(3.1)

18
(9.2)

10
(5.1)

30
(15.3)

3
(1.5)

67
(34.2)

Total 52
(26.5)

55
(28.1)

18
(9.2)

62
(31.6)

9
(4.6)

196
(100.0)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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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 는 모발화장품 구매를 화장품 전문점에서 34.2%, 인터넷 쇼핑몰 32.7%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매 이유로는 제품이 다양함과 상품비교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화장품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과 20 의 손쉬운 모바일 사용,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특성이 결합되어 나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모발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 하고 더불

어 모발화장품의 올바른 소비가 증 되어 모발화장품 분야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 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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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비가치가 미용실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Baby Boomer Generation's Consumption Value on Beauty Salon Choice 
Attributes and Behavioral Intention 

이효지1⋅우미옥2,*

1창신대학교 복지문화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대학원생
2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Hye-Ji, Lee1 and Mi-Ock, Woo2,*

1Graduate Student, Master’s Department of Cosmetology, Graduate School of Changshin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Cosmetology, Changshin University

I. 서론

베이비부머(Baby Boom)는 어느 특정시기의 일치된 사회적인 트랜드로 출생률이 폭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총695만명으로 전체인구 4,799만명의 14.5%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회에

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311만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 의 특징을 살

펴보면, 우선 국가적인 경제개발 과정을 경험하면서 소득증  및 사회기관 확충에 따른 성장기와 안정감

을 경험하면서 소득증  및 사회기관 확충에 따른 성장기와 안정감을 누렸던 것과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의 각종 어려움까지 함께 겪고 있는 세 로서 일에 한 욕구가 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삼성경제연구

소,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 의 소비가치가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의 미용실 서비스 방향과 전략, 그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성공적 삶을 앞둔 베이비부머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세  여성을 상으로 361부 설문지를 수집하여 SPSS 26.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상자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oblimin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값을 확인하여 검정하였고,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주요 변수들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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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첫째, 베이비부머의 소비가치가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물리적이미지 요인에서 사회적

가치, 감정적가치, 기능적가치, 상황적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physical image 

가치소비   t P
사회적가치 0.245 0.308 6.084 0.000
감정적가치 0.304 0.301 6.633 0.000
기능적가치 0.099 0.126 2.308 0.022
진귀적가치 0.059 0.068 1.500 0.134
상황적가치 0.101 0.142 2.817 0.005

   = 0.645, F = 128,911, P = 0.000

 
둘째, 베이비부머의 소비가치가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인적이미지요인에 사회적가치

와 기능적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적가치,, 진귀적가치, 상황적가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Influence of consumption value on human image 

가치소비   t P
사회적가치 0.012 0.018 0.247 0.805
감정적가치 0.228 0.274 4.149 0.000
기능적가치 -0.097 -0.150 -1.878 0.061
진귀적가치 0.329 0.458 6.975 0.000
상황적가치 -0.164 -0.281 -3.810 0.000

   = 0.247, F = 23.251, P = 0.000

셋째, 소비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사회적가치, 기능적가치, 상황적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적가치와 진귀적가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Effect of Consumption Value on Action Intention 

가치소비   t P
사회적가치 0.002 0.003 0.039 0.969
감정적가치 0.144 0.185 2.712 0.007
기능적가치 -0.020 -0.033 -0.402 0.688
진귀적가치 0.257 0.384 5.668 0.000
상황적가치 -0.054 -0.098 -1.294 0.196

   = 0.196, F = 17.353,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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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물리적이미지와 인적이미지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ffect of Selective Attributes on Behavior Intention 

가치소비   t P
물리적이미지 0.125 0.163 3.783 0.000
인적이미지 0.516 0.554 12.877 0.000

   = 0.379, F = 109.032, P = 0.000

IV. 결론

소비가치 하위 요인중에서 사회적가치, 감정적가치, 기능적가치, 상황적가치 중 물리적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표준화 계수 값이 가장 높은 사회적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사회적가치 > 감정적가치 > 상황적가치 > 기능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적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가치 중 인적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표준화 계수 값이 가장 높은 진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진귀적가치 > 상황적가치 > 감정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가치, 진귀적가치 중 행동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표준화 계수 값이 더 높은 진

귀적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이미지와 인적이미지 중 행동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

인은 표준화 계수 값이 더 높은 인적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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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종사자의 성격강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iecy on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Job Performance in Beauty Industry Workers

정지숙1⋅오윤경2,*

1창신대학교 보건문화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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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Hee Yang1 and Yun Kyoung 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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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용서비스산업은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서비스직군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직무 종사

자의 성격강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격강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긍정적 특질로, 개인의 심리적 

강점과 탁월성이라 정의한다(Kwan, 2008). 조직 연구에서 개인들의 강점을 탐색, 발견하고, 활용하여 사

는 삶이 개인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한다면,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행복과 생산성을 이루게 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Harzer & Ruch, 2015). 또한,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공에 한 믿음과 자기 신

념과 같은 자기효능감과 연결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종사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성격강점과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부산 및 경남지역의 미용실, 네일샵 및 피부관리실 등 미용분야 산업체의 종사

자로, 2021년 4월 15일에서 5월 10일까지 총 26일에 거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부를 배포하

여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44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Google 설문

지)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성격강점 VIA-IS 축약판 48문항

(VIA-IS) 자기효능감 7문항, 조직몰입 13문항 및 직무만족도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다. 



146 2021년 6월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III. 결과 및 고찰

1.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직무성과의 상관관계

성격강점의 하위 요인인 지혜･지식, 용기, 사랑･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성격강점의 점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양

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자기효능감 역시 성격강점의 모든 하위 요인,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p<0.001), 직무 몰입 및 직무만족도 역시 성격강점 및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p<0.0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Factors 

1. Character strength
7.

Self-
efficacy

Job Satisfaction
1.

Wisdom 
and 

knowledge

2. 
Courage

3. 
Humanity

4.
Justice

5. 
Modera-

tion

6.
Trans- 

cendence

8.
Organiza-tion 
Commit-ment

9.
Job 

Satisfac-tion

1 1 .229*** .141*** .428*** .344*** .404*** .386*** .251*** .180***

2 1 .165*** .216*** .129*** .241*** .157*** .227*** .272***

3 1 .253*** .153*** .230*** .205*** .238*** .243***

4 1 .433*** .418*** .351*** .328*** .296***

5 1 .299*** .276*** .264*** .236***

6 1 .417*** .345*** .316***

7 1 .554*** .496***

8 1 .689***

2. 성격강점과 조직몰입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격강점과 조직몰입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격강점의 하위 

요인 중 지혜･지식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Mediated 
variable Step ß t p Mediating 

Role

Wisdom and 
knowledge

Organization 
Commitment

Self-
efficacy

1 0.251 5.486 0.000

Full 
mediation

2 0.386 8.856 0.000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044 1.027 0.305

Courage

1 0.227 4.929 0.000

Partial 
mediation

2 0.157 3.369 0.001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144 3.64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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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Mediated 
variable Step ß t p Mediating 

Role

Humanity

Organization 
Commitment

Self-
efficacy

1 0.238 5.187 0.000

Partial 
mediation

2 0.205 4.418 0.000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131 3.278 0.001

Justice

1 0.328 7.332 0.000

Partial 
mediation

2 0.351 7.936 0.000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152 3.660 0.000

Moderation

1 0.264 5.784 0.000

Partial 
mediation

2 0.276 6.060 0.000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121 2.966 0.003

Transcendence

1 0.345 7.779 0.000

Partial 
mediation

2 0.417 9.703 0.000

3
Mediation 0.554 14.052 0.000

Independent 0.139 3.229 0.001

3. 성격강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격강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격강점의 하위 

요인 중 지혜･지식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Mediated 
variable Step ß t p Mediating 

Role

Wisdom and 
knowledge

Job 
Satisfaction

Self-
efficacy

1 0.180 3.860 0.000

Full 
mediation

2 0.386 8.856 0.000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014 -0.320 0.749

Courage

1 0.272 5.980 0.000

Partial 
mediation

2 0.157 3.369 0.001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199 4.908 0.000

Humanity

1 0.243 5.286 0.000

Partial 
mediation

2 0.205 4.418 0.000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147 3.55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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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Mediated 
variable Step ß t p Mediating 

Role

Justice

1 0.296 6.560 0.000

Partial 
mediation

2 0.351 7.936 0.000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139 3.205 0.001

Moderation

1 0.236 5.133 0.000

Partial 
mediation

2 0.276 6.060 0.000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107 2.528 0.012

Transcendence

1 0.316 7.036 0.000

Partial 
mediation

2 0.417 9.703 0.000

3
Mediation 0.496 12.086 0.000

Independent 0.132 2.939 0.003

IV. 결론

자기효능감은 성격강점과 직무성과에 직･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강점 

중 지혜와 지식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미용종사자의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및 예견력의 능력을 직무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

감 향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강점이 미용종사자의 직무성과(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면 직무성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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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아름다움

에 한 기  욕구도 상승하면서 외모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확 되고 있으며(Lee & Jung 2010) 작은 얼

굴과 깨끗한 피부에 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축소하기 위한 

미용 성형수술이 성행하기도 한다(One & Lim, 2014). 이러한 추이 속에서 의료적인 방법과 더불어 피부

관리실에서 시행되는 골근테라피(Kim & Seonu, Kim 2014), 경골마사지(Byeon 2008), 파동수기요법(Han 
2016) 등의 피부 관리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얼굴축소 및 피부상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슈가의 점성을 피부의 근막에 적용하여 반복적인 긴장감과 스트레

칭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슈가의 천연 성분이 피부에 자극은 적으면서 관리가 용이하여 최근 수요

가 늘어나고 있다. 슈가스틱을 활용한 근막관리가 안면 축소와 피부상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슈가스틱을 활용한 안면 근막테라피와 일

반 피부관리를 적용하여 안면 크기 및 피부상태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슈가스틱 근막테라피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상으로 SNS를 통해 모집광고를 실시, 지원자 중 22명을 선정하여 슈가

스틱 근막테라피(SFT) 11명, 수기 매뉴얼테크닉(HMT) 11명을 무작위로 구분하였다. 상자는 사전, 4회 

관리 후, 8회 관리 후 안면크기 및 피부상태를 측정하였고, 관리 후 설문지를 통해 주관적 평가(6문항)를 

실시하였다. 관리는 2021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부산 D에스테틱에서 주 2회씩 총 8회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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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사)국제보건저문가연합회에 등록된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고 수기 매뉴얼

테크닉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용되는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관리전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A구간(콧방울가쪽점→귀구슬점), B구간(콧방울가쪽점→귀바퀴아래점), C구간(입아귀점→귀

바퀴아래점), D구간(턱끝점→귀바퀴아래점), 수분, 탄력, 거칠기, 모공, 색소 측정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

어 집단간 동질성이 만족되었다. 실험은 상자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클렌징(5분)을 한 후 슈가스틱 근

막테라피 또는 수기메뉴얼테크닉(30분), 마무리(5분) 단계로 총 40분간 진행하였고, 줄자와 아람휴비스사

의 Aramo TS 피부진단기로 안면크기 및 피부상태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활용하여 독

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일
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안면 크기의 변화

8회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A구간(p<0.05), B구간(p<0.05)의 크기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매뉴

얼 테크닉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A구간(p<0.001), B구간(p<0.05), C구

간(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에 비하여 더 축소되

었다.

Table 1. Changes in face size

M-part Target
1week 4week 8week Time Group

M S.D
Original Data A-Data Original Data A-Data F

(p-value)
Post
test

F
(p-value)M S.D M M S.D M

Apart
Exp. 11.81 0.35 11.55 0.34 11.50 11.38 0.30 11.34 4.658

(0.017) 1w > 8w
50.001
(0.000) 

Con. 11.71 0.39 11.71 0.39 11.76 11.67 0.37 11.72 0.033
(0.968) -

Bpart
Exp. 11.44 0.58 10.99 0.45 10.88 10.73 0.45 10.65 5.640

(0.008)
1w > 4w

=8w 10.412
(0.004)

Con. 11.16 0.44 11.06 0.43 11.17 10.95 0.35 11.04 0.719
(0.495) -

Cpart
Exp. 9.97 0.55 9.67 0.50 9.67 9.56 0.59 9.56 1.655

(0.208) -
6.019

(0.024)
Con. 9.96 0.31 9.85 0.39 9.86 9.79 0.35 9.80 0.680

(0.514) -

Dpart
Exp. 12.64 0.61 12.41 0.59 12.39 12.10 0.50 12.08 2.467

(0.102) -
2.271

(0.148)
Con. 12.59 0.41 12.39 0.43 12.41 12.23 0.43 12.25 2.019

(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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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상태의 변화

피부 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8회 관리 후에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수분(p<0.001), 탄력(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수기 매뉴얼테크닉은 거칠기(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Changes in Facial Skin Condition Items

M-part Target
1week 4week 8week Time Group

M S.D
Original Data A-Data Original Data A-Data F

(p-value)
Post
test

F
(p-value)M S.D M M S.D M

Moisure
Exp. 41.36 1.36 43.64 0.67 43.38 44.00 1.00 43.92 2.357

(0.000)
4w=8w
> 1w 10.158

(0.085)
Con. 40.55 1.57 42.64 3.26 42.90 42.18 1.33 42.27 2.680

(0.085) -

Elastic 
force

Exp. 49.18 4.17 52.09 2.70 52.11 53.00 3.82 53.02 3.344
(0.049) 8w > 1w

0.001
(0.976)

Con. 48.91 4.25 52.45 4.66 52.44 53.09 4.72 53.07 2.700
(0.084) -

Rough
-ness

Exp. 34.55 8.65 38.82 5.21 38.45 32.73 3.64 32.33 2.799
(0.077) -

4.202
(0.054)

Con. 30.36 9.23 40.73 8.65 41.10 37.45 8.03 37.86 4.125
(0.026) 4w > 1w

Pore
Exp. 57.73 18.29 59.73 14.42 59.77 67.64 13.86 67.72 1.234

(0.306) -
3.797

(0.066)
Con. 58.73 14.75 49.00 13.40 48.95 55.18 16.17 55.10 1.214

(0.311) -

Freckle
Exp. 25.18 12.74 25.27 14.60 24.81 27.73 16.99 27.45 0.104

(0.902) -
1.409

(0.250)
Con. 18.00 15.38 24.45 17.03 24.92 18.91 13.64 19.19 0.565

(0.574) -

3.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

슈가스틱 근막테라피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에 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최소 4.27에서 

최  4.55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얼굴축소효과, 피부탄력개선, 피부안

색개선, 편안함, 전반적 만족도 모든 문항에 하여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보다 만족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IV. 결론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안면크기 및 피부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본 결과 8주 관리 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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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크기가 수기 매뉴얼테크닉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축소되어 안면축소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피부상태는 8주 관리 후 수분과 탄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수기 매뉴얼테크닉과 차이는 없었다. 그
리고 관리 후 슈가스틱 근막테라피가 수기 매뉴얼테크닉에 비하여 주관적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상의 결과에서 슈가스틱 근막테라피는 얼굴축소 및 피부개선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만족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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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연구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되는 내용

7. 논문은 심사 완료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투고된 논문의 교정에 있어서 첫 번째 교정은 저자가 하되 두 번째 교정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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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용학회 논문투고 규정

1995년 6월 제정

2007년 1월 개정

2013년 2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

2021년 2월 개정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J. Kor. Soc. Cosmetol., 한국미용학회지)는 한

국미용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미용학에 관련된 독창적인 연구결과이어야 하며, 원고는 한국

미용학회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 논문이어야 한다.
2. 본 학회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증보판을 

발간할 수 있다.
3. 본 학회지는 CrossRef에 가입하여 투고된 논문의 표절을 점검한다.
4.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 투고신청서에 학위논문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게재시 논문 타이

틀 페이지에 각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고 학위취득자가 주 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된다.
5. 본 학회지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저널로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6. 원고는 전자투고 웹사이트(http://e-jkc.org)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자투고 사이트에 

논문을 탑재하기 전에 투고자 공지사항을 꼭 숙지한 다음 투고 안내 절차에 따라서 원고를 

탑재한다.
7. 논문투고는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연회비(정회원 6만원, 이사

회원 10만원)와 심사비 8만원(급행 논문의 경우에는 16만원)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심

사가 진행된다.
8. 편집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투고된 원고 내용의 적합성,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심사 이전에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9.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가 마무리 된 순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 논문은 게재료 25만원을 납부하며, 급행논문의 경우에는 35만원을 납

부한다. 이때 인쇄는 흑백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 원고 8페이지 초과시 한 페이지당 3만원씩 

추가 부담하며 컬러 인쇄를 원할 경우는 투고자가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한다.
1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20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12. 원고 작성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고, 표준약어와 단위 및 참고문헌 표기는 국제규격인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형식에 따른다.
   2) 저자와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직장),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교신저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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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성명, 주소, 우편번호, 일반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3) 국문과 영문논문 모두 초록은 영문으로 200단어 이상 250단어 이하로 작성하며, 연구목

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핵심어

(Key Words)를 5개 이내로 기재한다.
   4) Table, Figure의 제목, 내용과 설명글(legend)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5) 인용된 참고문헌(본문과 리스트)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리스트에 DOI 번호가 있는 논문의 경우 추가 표기한다.
   7) 저널명과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8) 한국미용학회 게재 논문 3편 이상을 인용하여 표기한다. e.g.) 1인 저자: ~있음을 알 수 있

다(Jang, 2021).
   Jang, A. R. (2021). Analysis of Composition and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and Free 

Sugars of Akebia quinata Fruit Extracts as Skin Care Cosmesutical Ingredi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7(2), 501-505, doi:10.52660/JKSC.2021.27.2.501

   e.g.) 2인 저자: ~있음을 알 수 있다(Seo & Kim, 2021).
   Seo, H. K., & Kim, S. H. (2021). The Effects of Interest in Cosmetology Videos on 

Cosmetics Purchase Intention and Behavior in Young Women in their 2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7(2), 407-423, doi:10.52660/JKSC.2021.27.2.501

   e.g.) 3인 이상: ~있음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21).
   Lee, D.H., Shin, H. Y., & Jin, Y. M. (2021). The Effect of QWL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Beauty Workers on Long-Term Employment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7(2), 424-431, doi:10.52660/ JKSC.2021.27.2.424

   9) 학위논문(Dissertation)은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e.g.) 박사학위논문: Lee, M. J. (2015). Study on Protective Effects of Epigallocatechin Gallate 

on Dihydrotestosterone-induced Damage by Using the MicroRNA Expression Profiles in 
Human Dermal Papilla Cells. Doctoral dissertation, Kunkuk University, Seoul.

   e.g.) 석사학위논문: Kang, N. H.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ducation Form of 
Skin Beauty Alternative Therap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0) 단행본(Book)은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저자 영문명. (년도). 저서명. 지역: 출판사.
   e.g.) 영문단행본: Mitchell, T. R., & Larson, J. R., Jr. (1987). People in Organizations: An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York: Mcgraw- Hill.
   e.g.) 국문단행본: Choi, K. H. (2021). Hair Science. Seoul: Soomunsa.
13. 논문 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상의 기

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게재가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
회지 각호별 투고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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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용학회 논문심사 규정

1995년 6월 제정

2007년 1월 개정

2011년 8월 개정

2021년 2월 개정

1. 본 규정은 한국미용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온라인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주제가 본 학회지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며, 전공분야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4) 논문 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5) 학문적 기여도, 6) Abstract 내용의 적절

성, 7) 참고문헌의 적절성

4. 논문 1편당 심사위원수는 3인으로 선정하며 3인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심사결과 요지서를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

가>로 구분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6. 투고된 원고가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연구윤리규정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 다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요지서에 제시된 사항을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이 심사동의를 한 후 4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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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용학회 연구윤리 규정

1995년 6월 제정

2007년 1월 개정

2011년 1월 개정

2021년 2월 개정

한국미용학회는 학제간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미용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자 윤리규정

제1조(목적)

1.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미용학문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미용학문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3.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미용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

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3.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출판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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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 1저
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

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

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

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

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
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

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

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7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들의 인

격과 학문적 신념 및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

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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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 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1조(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

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

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

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

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

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 위원회

제15조(구성과 의결)

1. 윤리 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윤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권한)

1. 윤리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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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위반사항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윤리 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

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의 위반이 된다.

제18조(소명기회의 보장) 윤리 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19조(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위

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제재의 절차 및 내용)

1. 회원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제재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 조치를 결정한다.
2. 이사회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

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

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③ 향후 3년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금지

3. 이사회가 제 2 항 제 2 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

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4. 이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 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 보

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한다.
5. 회원에 대하여 제 2 항에 의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

우에는 이사회는 징계의 내용(경고, 회원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을 정하여 총회에 징계

를 발의 할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이후의 징계절차는 학회의 학칙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21조(윤리규정의 개정)

1. 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 윤리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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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 김봉인(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과 교수, 퇴임)

김광옥(동주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퇴임)

조성태(광주보건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퇴임)

최경임(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교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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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김희진(동주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산 학 협 력 고경숙(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대 외 협 력 표영희(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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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동의과학대학교) 김형은(부천대학교) 노영희(건양대학교)

문승재(전남도립대학교) 문재원(동부산대학교) 박계희(여주대학교)

박영진(남서울대학교) 박 용(한라대학교) 박은준(서경대학교)

서예지(연성대학교) 서원숙(명지전문대학교) 소영진(을지대학교)

손지연(한국영상대학교) 송연숙(한남대학교) 안경민(삼육보건대학교)

안현경(동남보건대학교) 양은진(서경대학교) 왕혜자(연암대학교)

유세은(여주대학교) 유현주(원광보건대학교) 윤복연(동서울대학교)

이근광(고구려대학교) 이부형(창원문성대학교) 이세희(경북보건대학교)

이수인(충남도립대학교) 이수희(청암대학교) 이순덕(동덕여자대학교)

이영미(충청대학교) 이재숙(광주여자대학교) 이종순(충남도립대학교)

이효숙(전주비전대학교) 임우경(신성대학교) 임은진(영동대학교)

장미라(목포과학대학교) 장선엽(정화예술대학교) 전현진(호남대학교)

정 연(경북도립대학교) 정원지(광주여자대학교) 정인심(건신대학원대학교)

정희영(계명문화대학교) 조미영(동원대학교) 조성태(광주보건대학교)

조소은(한국영상대학교) 조희숙(삼육보건대학교) 차경희(부천대학교)

최에스더(신한대학교) 최은정(정화예술대학교) 현지원(연성대학교)

홍보경(경일대학교) 홍정아(대구공업대학교) 황지영(정화예술대학교)

  ◈피    부 강수경(광주여자대학교) 권태일(고신대학교) 권혜영(국제대학교) 

김경란(광주여자대학교) 김경미(경남정보대학교) 김계숙(연암대학교) 

김봉인(수원여자대학교) 김선옥(구미대학교) 김수미(경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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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장안대학교) 김주연(서경대학교) 김해남(마산대학교)

김희숙(가톨릭관동대학교) 김희진(동주대학교) 모정희(송원대학교)

박선애(서영대학교) 박승경(대전보건대학교) 박정연(호남대학교)

박정원(송곡대학교) 박해련(김포대학교) 서승희(동신대학교)

소영진(을지대학교) 손애량(경남도립거창대학교) 신규옥(을지대학교)

신수정(대구보건대학교) 양현옥(원광보건대학교) 엄미선(장안대학교)

오수정(조선이공대학교) 오윤경(창신대학교) 원윤경(충청대학교)

윤미영(광주여자대학교) 윤정희(동원대학교) 이명희(송호대학교)

이성옥(대동대학교) 이승자(한라대학교) 이인희(서경대학교)

이지안(서경대학교) 임미혜(대전대학교) 임유성(경인여자대학교)

장문정(대전보건대학교) 장예선(제주관광대학교) 장정현(동의과학대학교)

전소현(신구대학교) 전해정(성결대학교) 정은주(서영대학교)

정주미(정화예술대학교) 조용권(창원대학교) 채순님(동원대학교)

최경임(대구보건대학교) 최미옥(광주여자대학교) 최수기(서정대학교)

최영순(군장대학교) 최은영(한서대학교) 최정숙(경북도립대학교)

한채정(영산대학교) 홍재기(인천재능대학교)

  ◈메 이 크 업 ㆍ 네 일 강근영(선린대학교) 강은주(동신대학교) 김경숙(건양사이버대학교)

김용선(수원여자대학교) 김의형(서원대학교) 김정희(원광대학교) 

김혜균(우송대학교) 남기선(대전과학기술대학교) 류지원(충남도립대학교)

박리라(동신대학교) 박정신(중부대학교) 부애진(제주관광대학교)

서란숙(호서대학교) 서은혜(건국대학교) 신명자(대전보건대학교)

신세영(서경대학교) 우미옥(창신대학교) 윤  희(호남대학교)

이귀영(신안산대학교) 이숙연(충청대학교) 이지영(전주비전대학교)

이현주(대구보건대학교) 임도연(광주여자대학교) 임정미(한라대학교)

장미숙(숙명여자대학교) 전연숙(성결대학교) 정숙영(광주여자대학교)

조기여(경남도립거창대학) 조미자(중부대학교) 최은미(광주여자대학교)

한명숙(동주대학교) 허정록(U1대학교) 홍세원(동의과학대학교)

  ◈기 초 과 학 김상진(대전보건대학교) 나명석(광주여자대학교) 박선위(부천대학교)

양수미(신라대학교) 오정선(송원대학교) 윤천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승훈(현대바이오랜드) 이웅배(신한대학교) 정인경(호남대학교)

최화정(광주여자대학교)

  ◈학    술 강상모(건국대학교) 김수미(경복대학교) 김옥연(정화예술대학교)

김형은(부천대학교) 남기선(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안현경(동남보건대학교)

원윤경(충청대학교) 이승훈(현대바이오랜드) 이종순(충남도립대학교)

임유성(경인여자대학교) 정숙영(광주여자대학교) 차경희(부천대학교)

최미옥(광주여자대학교)

  ◈국    제 권혜영(국제대학교) 김신미(동신대학교) 김용선(수원여자대학교)

김진숙(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예지(연성대학교) 양수미(신라대학교)

양현옥(원광보건대학교) 이순덕(동덕여자대학교) 이지안(서경대학교)

임정미(한라대학교) 정희영(계명문화대학교) 조소은(한국영상대학교)

조용권(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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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보 강주희(신성대학교) 김주섭(상지대학교) 김희숙(가톨릭관동대학교)

문재원(동부산대학교) 서란숙(호서대학교) 유세은(여주대학교)

윤정희(동원대학교) 임은진(영동대학교) 장정현(동의과학대학교)

조미자(중부대학교) 최은영(한서대학교) 최화정(광주여자대학교)

황지영(정화예술대학교)

  ◈산 학 협 력 김경인(서원대학교) 김정희(조선이공대학교) 나명석(광주여자대학교)

박영진(남서울대학교) 손애량(경남도립거창대학교) 안경민(삼육보건대학교)

윤  희(호남대학교) 이부형(창원문성대학교) 이성옥(대동대학교)

전해정(성결대학교) 정원지(광주여자대학교) 홍재기(인천재능대학교)

홍정아(대구공업대학교)

  ◈사    업 권미윤(경인여자대학교) 김상진(대전보건대학교) 김정숙(장안대학교)

모정희(송원대학교) 박계희(여주대학교) 신명자(대전보건대학교)

윤복연(동서울대학교) 이명희(송호대학교) 이수인(충남도립대학교)

전소현(신구대학교) 정  연(경북도립대학교) 최정숙(경북도립대학교)

홍보경(경일대학교)

  ◈연 구 윤 리 김경미(경남정보대학교) 김미정(대구보건대학교) 김의형(서원대학교)

김춘일(제주한라대학교) 서원숙(명지전문대학교) 오수정(조선이공대학교)

윤천성(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승자(한라대학교) 이재숙(광주여자대학교)

전연숙(성결대학교) 조희숙(삼육보건대학교) 채순님(동원대학교)

  ◈기    획 강주아(건국대학교) 김서희(광주여자대학교) 김주리(장안대학교)

문승재(전남도립대학교) 박정원(송곡대학교) 양은진(서경대학교)

윤미영(광주여자대학교) 임우경(신성대학교) 장문정(대전보건대학교)

정인경(호남대학교) 조기여(경남도립거창대학) 최수기(서정대학교)

최은정(정화예술대학교)

  ◈대 외 협 력 강은주(동신대학교) 권태일(고신대학교) 김광희(정화예술대학교)

김종란(오산대학교) 박선위(부천대학교) 박  용(한라대학교)

신수정(대구보건대학교) 이수희(청암대학교) 이웅배(신한대학교)

임도연(광주여자대학교) 장선엽(정화예술대학교) 정인심(건신대학원대학교)

정주미(정화예술대학교)

  ◈편 집 위 원 고경숙(원광대학교) 고성현(경인여자대학교) 김선형(광주여자대학교)

김주연(서경대학교) 박승경(대전보건대학교) 박정신(중부대학교)

소영진(을지대학교) 송연숙(한남대학교) 오윤경(창신대학교)

우미옥(창신대학교) 윤미연(동남보건대학교) 이근광(고구려대학교)

이현주(대구보건대학교) 장미숙(숙명여자대학교) 전현진(호남대학교)

최미옥(광주여자대학교) 최화정(영산대학교) 한채정(영산대학교)

▣행 정 간 사 장아람(건국대학교)

▣편 집 간 사 이명주(두원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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