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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은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Kim& Kim, 2019)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며(Ko, 2013), 직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와 부합된 보상을(Bi,

2014) 통해 자아를 실현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Kim, 2019). 이로

인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료미용 산업(Jang, 2019)에서도 전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Cha, 2012), 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Kim, 2019). 따라서 QWL의

향상은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Lee, 2020),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긍정적 기여와 성취감으로 근무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한다(Lee, et al., 2020). 즉, 직원들의 행동

의도는 기업의 목표달성과 고객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Chae,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미용종사자의 QWL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의료미용종사자의 QWL이 종사자의 자발적이며 집중하는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근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이와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전국의 5인 이상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0-40대

이상 남, 여 피부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 QWL 13문항, 직무열의 13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유효한 표본 총 283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미용종사자의 QWL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원(β=.273, p<.001)이 활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의 설명력은 41.9%이고, F값은 67.146(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별로는 QWL의 하위요인 별

개인적 차원(β=.365, p<.001), 조직적 차원(β=.316, p<.001)이 헌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두의 설명력

은 39.0%로 나타났고, F값은 59.458(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별로는 QWL의 하위요인 별 조직적 차원(β=.431, p<.001),

개인적 차원(β=.201, p<.001)이 몰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미용종사자의 QWL 중 개인적 차원, 조

직적 차원이 높아지면 활력, 헌신, 몰두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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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미용 종사자의 QWL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활력의 설명력은

31.0%이고, F값은 41.862(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는 QWL의 하위요인 별 개인적 차원(β=.288, p<.001), 조직적

본 연구에서는 의료미용종사자의 QWL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QWL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이 높아지면 직무열의의 하위요인인 활력, 헌신, 몰두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종사자들의 직장생활과 사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직무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일의 집

중도가 올라가 효율적인 직무 성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의료미용산업에서 조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료미용종사자를 위한 경영자의 지원,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고 이와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gor

(Constant) .541 .248 2.186 .030

Managerial Dimension .106 .067 .105 1.590 .113

Personal Dimension .350 .073 .288 4.827*** .000

Organizational Dimension .300 .071 .273 4.212*** .000

R²=.310, Adj. R²=.303, F-value=41.862***, p=.000

Dedication

(Constant) .293 .226 1.298 .195

Managerial Dimension .089 .061 .088 1.454 .147

Personal Dimension .441 .066 .365 6.669*** .000

Organizational Dimension .345 .065 .316 5.308*** .000

R²=.419, Adj. R²=.413, F-value=67.146***, p=.000

Absorption

(Constant) -.031 .256 -.122 .903

Managerial Dimension .108 .069 .097 1.560 .120

Personal Dimension .269 .075 .201 3.580*** .000

Organizational Dimension .521 .074 .431 7.062*** .000

R²=.390, Adj. R²=.383, F-value=59.458***, p=.000

***p<.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