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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오늘날 미용 산업의 개발과 관심 증대로 미용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

으며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까지 발전하여 꾸준히 미용학

과가 개설되고 있다.(김정숙, 2011) 미용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

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 뿐 아

니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다.(조재광, 2005) 신중하지 못한 전공 선택

은 부적응을 불러일으켜 자신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불

안감, 불만족감 등의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이고은, 2017) 따라

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전공에 대한 성

취감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용전공자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론 적 배 경

1. 미용전공

1) 헤어(Hair)

헤어 미용은 모발의 형태(form), 질감(texture), 방향(direction)을 예술적

으로 배열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변화에 무수한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다.(전혜민, 2010)

2) 피부(Skincare)

피부 미용은 성별, 연령, 인종, 계절, 생활환경 등의 특징에 따라 끈임 없

이 변화하는 얼굴과 신체의 건강상태를 개선해주고 신체리듬을 정상화

시켜줌으로써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꿔주는 것이다.(장원정, 2005)

3) 메이크업(Makeup)

메이크업은 장소와 목적에 맞는 화장 및 고객의 특징에 맞는 화장품이

나 도구를 사용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미적 가치를 살려주

는 것이다.(유혜정, 2010)

4) 네일아트(Nailart)

네일아트란 손톱, 발톱의 모양을 정리하고 큐티클과 각질 제거, 팩, 컬

러링, 아트 등 손톱과 발톱에 관련된 모든 시술이다.(김경미, 2009)

2. 전공 선택 동기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적, 성격, 가치, 재능 등의 개인으로 결정되

는 것들 이외에도 타인에 의한 영향, 사회적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의 상

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3. 교육 만족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서비스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학생들의 학습한 교

육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허영주, 2006)

미용전공자의 전공 선택 동기와 교육만족의 관계

참고문헌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가, 연령은

‘20대’가, 미용교육을 받는 곳은 ‘전문대’가, 전공 선택 이유는 ‘적성에 맞

아서’가, 미용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기테크닉’, 미용 교육자의

적절한 학력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전공 선택 동기의 차원

전공선택동기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 뢰 도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다 . Bartlett 의 단 위 행 렬 점 검 결 과

X²=4204.632(df=120, Sig=.000), KMO값 0.856 으로 나타났으며, 공통

성은 0.55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

여 요인을 명명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개의 요인이 전체 분

산의 68.3%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는 0.888∼0.902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비전이 0.902, 경제적 안정이 0.874, 대중적 정보가 0.888로 나타

났다.

3. 교육 만족의 차원

교육만족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²=4057.728(df=

136, Sig=.000), KMO값 0.917 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615 이상으

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요인을 명명하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6.2%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a는 0.760∼0.855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성향만족이

0.855, 교육환경만족이 0.834, 교과과정만족이 0.807, 교육내용만족이

0.760으로 나타났다.

3.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 만족에 미치는 영향

1) 전공 선택 동기가 교과과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1>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Beauty Majors.

Abstract
오늘날 미용 산업의 개발과 관심 증대로 미용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학문까지도 발전하여 꾸준히 미용학과가 개설되고 미용 전공 선택자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정공

선택은 부적응을 불러일으켜 자신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불안감, 불만족감 등의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전공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도 높아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용전공자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30대 미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2021년 05

월 28일 34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62부를 수집, 42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문적인 진로 및 적성 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공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을 통해 개인적 비전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 전공 선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전공자의 수준

에 적합한 전공수업 및 교수자의 수업지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미용전공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을 확장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다면 객관성을 높인 연구가 나올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용전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신중

한 전공선택을 돕고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학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바란다.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30대 이상 미용전공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1년 05월 28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50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462부가 수집되었고 421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이 실

시되었다.

2)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2>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Contents

서 론

본 연구는 미용전공자의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30대 미용전공자로 설정하였고, 자료의 수집방

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62부가 수집되었고, 그 중 421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 연령은

‘20~30대 이상’, 미용교육을 받는 곳은 ‘전문대’, 전공 선택 이유는 ‘적성

에 맞아서’, 미용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기테크닉’, 미용 교육자의

적절한 학력은 ‘전문대 졸’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공 선택 동기와 교육만족의 각 차원을 알아본 결과, 전공 선택

동기는 ‘개인적 비전이, 경제적 안정, 대중적 정보’가 도출 되었고, 교육만

족은 ‘교수성향 만족, 교육환경 만족, 교과과정 만족, 교육내용 만족’이 도

출 되었다.

셋째,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교육만

족의 네 가지 모든 하위요인에서 개인적 비전, 경제적 안정이 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용전공자의 전공선택동기는 교육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진로 및 적성 테스트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공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을 통해 개인적 비

전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 전공 선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전공자의 수준에 적합한 전공수업 및 교수자의 수업지도

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미용전공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을

확장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다면 객관성을 높인 연구가

나올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미용전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

여 신중한 전공선택을 돕고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학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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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모형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전공 선택 동기

(상수) .000 .047 .000 1.000

개인적 비전 .234 .047 .234 5.014 .000

경제적 안정 .182 .047 .182 3.895 .000

대중적 정보 .074 .047 .074 1.594 .112

adj R²=0.087 F=14.284 p=0.000 

모형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전공 선택 동기

(상수) .000 .047 .000 1.000

개인적 비전 .114 .048 .114 2.392 .017

경제적 안정 .197 .048 .197 4.148 .000

대중적 정보 .076 .048 .076 1.600 .110

adj R²=0.051 F=8.496 p=0.000 

3)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환경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3>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모형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전공 선택 동기

(상수) .000 .048 .000 1.000

개인적 비전 .107 .048 .107 2.221 .027

경제적 안정 .099 .048 .099 2.059 .040

대중적 정보 .082 .048 .082 1.693 .091

adj R²=0.021 F=4.014 p=0.008 

4) 전공 선택 동기가 교수성향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4>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Satisfaction with Professor’s Inclination

모형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전공 선택 동기

(상수) .000 .045 .000 1.000

개인적 비전 .366 .045 .366 8.114 .000

경제적 안정 .118 .045 .118 2.619 .009

대중적 정보 .055 .045 .055 1.218 .224

adj R²=0.145 F=27.724 p=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