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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미용학회 회원여러분

COVID-19, 팬데믹,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메타버스, 에듀테크, SW교육......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   

대어 혹은 신조어가 난무하는 대변혁기에, 팬데믹 상황은 장기화 되고 있어 우리 모두는 인생 최대    

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회원여러분들의 안녕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미용학회는 코로나19 감염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학술  

 활동 및 학문적 교류에 대한 열망에 보답하고자 제56회 동계학술대회 또한 하계와 같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및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용교육자와 미용학도 그리고 현장 미용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학회인 만큼 그 소명

의식과 긍지를 챙기며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빛을 향해 달리는 마음으로 제56회 동계학술대회

를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Cosmetology & Best Pivoting' 이라는 주제 아래 학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헤어, 피부, 메이크업 등 다양한 미용분야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 시간에 이어서 ‘어

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문상돈 PD님을 모시고 창의 혁신에 관한 특별 강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

섭형 인재육성을 위한 방향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대회 전일 ‘산‧학‧연 교류회’를 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미용분야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와 비젼을 챙겨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학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드코로나시대에 적절하게 부응

하는 ‘학술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목전에 둔 2021년 12월의 동계학술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한국미용학회 회장 유현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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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일정표

날짜 시간 행 사 내 용 장소 및 진행

12

월

10

일

18:00~20:00

제 5회 상임이사회의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B1F)

제 2회 편집회의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B1F)

산ㆍ학ㆍ연 교류회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B1F)

날짜 시간 행 사 내 용 장소 및 진행

12

월

11

일

사회: 신규옥 교수(을지대학교) 

09:00~09:30 학술대회 등록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B1F)

09:30~10:00

개회식 및 개회사
유현주 회장

(원광보건대학교)

축 사

양승조 도지사
(충청남도청)

김봉인 고문
(수원여자대학교)

좌장: 최에스더 교수(신한대학교)

논 문 발 표

10:00~10:20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지연(오산대학교), 임윤경･박은준(서경대학교)

토론자

 권오혁 교수(한성대학교)
 정희영 교수(계명문화대학교)

10:20~10:40

네일 미용 교육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수업의 인식과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김은지･송연숙(한남대학교)

 김선형 교수(광주여자대학교)
 박정신 교수(중부대학교)

10:40~11:00

20~30대 여성의 피부관리실 만족도

- 서울 일부지역 중심으로 -

서유리･최미옥(광주여자대학교)

 윤미연 교수(동남보건대학교)
 한채정 교수(영산대학교)

11:00~12:00
특 별 강 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창의 혁신
- 새로움, 그 뻔한 이야기 -

문상돈 PD
(카카오TV)

12:00~12:10 우수발표논문 시상식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 (B1F)

12:10~12:20 폐회식

12:20~14:00 중식
대전 유성호텔
코스모스홀 (3F)

※ 상기 일정은 가안으로,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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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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5대 학회 연간 업무 계획

2) 제 55회 하계 학술대회 준비 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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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학술지 발행 보고

2) 1~3회 학술지 평가결과 보고

3) 2022년도 학술지 재 인증평가 준비

4) e-Journal 홈페이지, 온라인전자투고시스템 renewal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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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지 디자인 및 편집관련 변경

6) 논문투고, 심사, 편집 규정변경

7) 논문심사위원 인력풀 확보 방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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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5대 2021년도 하계 학술대회 준비 및 제반 현안 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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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Ⅺ. 제 4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6월 4일(금) 21:0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주하계학술대회 준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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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제 55회 하계 학술대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1. 일  시 : 2021년 6월 12일(토) 14:00~16:30

2.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라홀(8F)

3. 내  용 : "Spotlight on Well-aging ; 건강하고 행복한 웰에이징-"

ⅩⅢ. 2021년도 메이크업‧네일분과 하계 연수

1. 일  시 : 2021년 8월 18일(수) 13:00~17:00

2. 장  소 :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관 3층 화장품실습실

3. 내  용 : 화장품연구소와 함께하는 향기의 세계 -향수 제조 실습-

ⅩⅣ. 제 5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10월 8일(금) 20:3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56회 동계학술대회 준비 및 학회 제반 논의

ⅩⅤ. 제 6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20:3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대전학회 답사 보고 및 제56회 동계학술대회 준비 논의

ⅩⅥ. 제 4회 상임이사회

1.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20:3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56회 동계학술대회 사전 논의

ⅩⅦ. 제 7회 소위원회의

1.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20:30

2. 장  소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3. 내  용 : 제56회 동계학술대회 사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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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협찬사 연락처 안내

(주)메딕콘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6 신영빌딩 4F
02-3672-1291~1294

http://www.medicon.co.kr

(주)야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0, 장수빌딩 3층

1544-9603
https://rc2hair.com

㈜어스앤케이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99길 28-16, 1동 2층 
02-517-3444

https://kathsnail.com/pedibaehr

*협력업체명은 가나다 순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창의 혁신

- 새로움, 그 뻔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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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iddle-aged people's tendency to consume hair services on hair management 
behavior and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최지연1･임윤경2･박은준3,* 

1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겸임교수
2서경대학교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강사

3서경대학교 헤어디자인학과, 교수

Ji Yeon Choi1, Lim Yun Kyung2, and Eun Jun Park3,* 

1Adjunct Professor, Dept. of Beauty Cosmetic, Osan Univ.
2Instructor, Dept. of Hair and Makeup Design, The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 

3Professor, Dept. of Hair Design, The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

I. 서론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중간 세대로, 2019년 우리나라 인구의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이처럼 중장년

층은 대규모 인구 집단이며(유효순, 2016), 100세 시대 인생의 중심에 위치하는 시기로 변해가고 있다

(이선주, 2020). 또한,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여건을 확보한 세대이기도 하며 경제적 

능력을 배경으로(이운해, 2018),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대로 변화하고 있고(백나

원, 2015)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조영미,2009). 그 중에서도 미용실은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가장 큰 변화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지연, 2018)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용실 대부분은 젊은 세대 위주로 진행되어 중장년층의 실질

적인 헤어서비스 소비성향과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헤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 행동과 미용실 선

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중장년층의 미용실 이용 편의성과 헤어미용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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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법 설문지로 최종적으로 

65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 차

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변수 투입방법은 단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가, 연령은 ‘40세 이상 44세 이하’가,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 결혼여부는 ‘기혼’이, 자녀 수는 ‘2명’이, 직업은 ‘전문직’이, 월평균 소득은 ‘200
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에서 ‘과시성, 쾌락성, 신중성, 합리성’으로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68.3%이상 설명되었으며, Cronbach's 는 0.815∼0.894로 나타났다. 헤어관리행동에서 ‘퍼머

넌트 웨이브 관리행동, 염색관리행동, 스타일링 관리행동, 커트관리행동’으로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고 전체 분산의 64.5%이상 설명되었으며, Cronbach's 는 0.763∼0.909로 나타났다. 미용실 선택

속성에서 ‘응답성, 전문성, 시설, 신뢰성’으로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70.8%이상 설

명되었으며, Cronbach's 는 0.792∼0.910로 나타났다.

3.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1)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다. ‘퍼머넌트 웨이브 관리행동’은 합리성, 쾌락성 요인에 의해 35.2%로, ‘염색 관리행동’
은 쾌락성, 과시성, 합리성 요인에 의해 36.7%로, ‘스타일링 관리행동’은 합리성, 쾌락성 요인에 의해 

40.7%로, ‘커트 관리행동’은 합리성 요인에 의해 19.0%로 설명되었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응답성, 시설, 신뢰성은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전문성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성’은 합리성, 신중

성 요인에 의해 18.2%로, ‘전문성’은 합리성, 쾌락성, 과시성, 신중성 요인에 의해 31.4%로, ‘시설’은 합

리성, 쾌락성, 과시성 요인에 의해 42.2%로, ‘신뢰성’은 합리성 요인에 의해 13.1%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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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 of Consumption Tendency of Hair Services on Hair Management Behavior

Dependent variable
(Hair management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Consumption Tendency 

Hair Services)

Th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Permanent wave 
management behavior

(상수) .617 .144 　 4.272*** .000
Rationality .443 .048 .344 9.210*** .000

Pleasure .361 .040 .334 8.919*** .000
Adj R² = .352      F = 178.608      p = .000***

Hair coloring 
management behavior

(상수) .176 .136 　 1.294 .196
Pleasure .325 .043 .319 7.513*** .000

ostentation .281 .045 .257 6.248*** .000
Rationality .163 .046 .135 3.538*** .000

Adj R² = .367      F = 127.660      p = .000***

Hairstyling 
management behavior

(상수) 1.183 .115 　 10.299*** .000
Rationality .462 .038 .432 12.077*** .000

Pleasure .264 .032 .293 8.199*** .000
Adj R² = .407      F = 225.843      p = .000***

Cut 
management behavior

(상수) 2.349 .109 　 1.548*** .000
Rationality .389 .031 .437 12.417*** .000

Adj R² = .190      F = 154.174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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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Effect of Consumption Tendency of Hair Services on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Dependent variable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Independent variable
(Consumption Tendency 

Hair Services)

Th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Responsive
(상수) 2.714 .121 　 22.516*** .000

Rationality .310 .033 .378 9.334*** .000
wariness .076 .034 .090 2.235* .026

Adj R² = .182      F = 73.636      p = .000***

Professionalism

(상수) 1.990 .128 　 15.600*** .000
Rationality .331 .040 .354 8.248*** .000

Pleasure .260 .035 .331 7.485*** .000
ostentation -.113 .036 -.134 -3.111** .002
wariness .075 .036 .079 2.122* .034

Adj R² = .314      F = 75.844      p = .000***

Facility

(상수) .776 .123 　 6.308** .004
Rationality .381 .042 .333 9.146*** .000

Pleasure .280 .039 .290 7.131*** .000
ostentation .154 .041 .149 3.783*** .000

Adj R² = .422      F = 160.061      p = .000***

Reliability
(상수) 2.891 .104 　 27.890*** .000

Rationality .297 .030 .364 9.981*** .000
Adj R² = .131      F = 99.620      p = .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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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 파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 일괄적인 서비스가 아닌 개인적으로 맞는 헤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헤어미용 산

업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장년층의 미용실 이용 편

의성과 헤어미용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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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네일 미용 교육센터의 온･오프라인 교육수업의 인식과

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Quality of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ervices of Nail Art Education Centers 
and Students’ Satisfaction

김은지1･송연숙2,*

1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과정
2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교수

Eun-Ji Kim1 and Yeon-sook Song2,*

1Mster' Course, Dept. of Cosmetic Beau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e Administration and Welfare, 
Hannam University

2Professor. Dept. of Cosmetic Beau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e Administration and Welfare, Ha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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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네일미용 산업은 급성장한 신 뷰티 산업의 한 분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네일미용 교육 현황은 수요를 공급할 정도의 질적, 양적 향상에 미비한 실정으로 네일미용 

종사자 양성이 중요하며,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네일미용 교육의 기초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Sim, 2011; Lee, 2013).
과거에는 학교생활과 학교 수업은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COVID -19로 인하여 전 세

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산업 

전반이 비대면, 언택트(Un-tact)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이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면

서 오프라인 경제 활동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Kim, 2021). 교육업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통신 매

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새

로운 현상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주목받게 되고,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

습의 장점을 결합한 학습방식을 활용하고 있다(Song,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일미용의 온 · 오프라인 교육 인식과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온 · 오프라인 통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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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 세종, 충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50대 이상의 불특정 남·여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되었고, 일반적 특성 7문항, 교육실태 13문항, 서비스 품질 19문
항, 교육만족도 10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19부가 최종 분

석자료로 사용되었고, 통계프로그램 SPSS 27.0과 SPSS Macro 3.4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 t-test와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

이 실시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여성(83.4%), 연령은 20대(47.0%), 거주 지

역은 대전(65.5%)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4년대(38.9%), 직업은 학생(38.2%), 소득은 없음(41.7%)이 가

장 많았다. 네일미용 교육 관련 실태 부분으로는 들어본 적 있다(61.1%), 선호하는 수업 형태로는 오프

라인(62.1%), 교육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실제 수업(24.6%), 교육 수업 중 선호하는 강의는 대면 수업+
온라인 강의 수업(35.9%)이고, 교육 수업의 장점으로는 실무와 이론을 병행할 수 있음(34.4%)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네일미용 온·오프라인 교육 인식, 서비스 품질, 교육만족도의 요인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오
프라인 네일미용 교육 수업의 인식과 교육만족도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서비스 품질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 일관성이 있으며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온·오프라인 네일미용 교육 수업의 인식, 서비스 품질, 교육만족도 간의 상관분석

온·오프라인 네일미용 교육 수업의 인식, 서비스 품질, 교육만족도 간의 상관분석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교육 수업 서비스 품질의 하위 영역인 물리적 환경, 교육서비스, 교육 강사의 수준, 서비스품질 전체

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교육만족도의 교육 내용, 교육 효과 교육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 (Kim, 2008)은 온라인 발명 교육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온 ·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성 과에 높은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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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Course Perception by Online and Offline Nail Art Education Center, 
Quality of Services and Students’ Satisfaction 

Category

Perception of Courses Quality of Services Satisfaction

Usefulness Positiveness Total
Physical 

Environm
ents

Educational 
Services

Instructors' 
Competence Total Curriculum Education

al Effects Total

Perception of 
Courses

Usefulness 1

Positiveness .613** 1

Total .924** .868** 1

Quality of 
Services

Physical 
Environments .668** .604** .711** 1

Educational 
Services .649** .676** .734** .749** 1

Instructors' 
Competence .608** .661** .701** .710** .817** 1

Total .692** .705** .775** .877** .915** .947** 1

Satisfaction

Curriculum .580** .619** .663** .650** .747** .834** .826** 1

Educational 
Effects .497** .526** .566** .662** .619** .692** .725** .736** 1

Total .585** .622** .668** .702** .744** .831** .840** .954** .905** 1

IV. 결론

온･오프라인 네일미용 교육 수업의 품질(물리적 환경, 교육서비스, 교육 강사의 수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만족도(교육 내용, 교육 효과)가 높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네일미용 교육센터의 교육 수업 품질의 유용성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품질은 매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p<.01).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온･오프라인 네일미용 교육 수업의 서비스 품질 및 만족

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실태 및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네일 미용 교육 

수업의 만족도에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 및 분석한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을 것으

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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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SNS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가 증가하면서, 패션, 운동방법, 메이

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30대 여성들은 외적인 모습을 가

꾸는 것에 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대하였다. 
피부관리실 주 고객층인 20-30대 여성들 대상으로 그들의 피부관리 행태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행태와 피부 관리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만족을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천구 피부관리실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피부관리

실의 이용현황과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밝히고 서비스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1980년 31.3%에서 2018년에는 

70.8%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극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다수 

여성들은 몸매 관리에 신경쓰면서 비만 체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

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모습과 함께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 패션, 체
중조절, 화장, 성형 등을 통해 외모관리를 하고 있다(오석태,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20~30대 여성들의 피부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만족도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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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피부관리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20~30

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51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30부를 제외한 482명의 설문을 최종 분

석 자료로 선정하고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wome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R
2 adj R 2 F 

Satisfaction level at the skin 
care center

constant 1.085 5.705*** .000

.417 .412 82.718***
external environment .241 .246 6.312*** .000

price .075 .130 3.372** .001
Products and appliances .181 .195 4.973*** .000
The manager's expertise .258 .346 8.891*** .000

Satisfaction 
level at the skin 

care center

Effect

constant .768 3.991*** .000

.597 .594 171.202**

*

external environment .093 .078 2.405* .017
price .034 .048 1.508 .132

Products and appliances .043 .038 1.161 .246
The manager's expertise .649 .716 22.111*** .000

Employee 
service

constant 1.189 4.284*** .000

.243 .236 37.086***
external environment .292 .233 5.245*** .000

price .130 .176 3.992*** .000
Products and appliances .155 .130 2.920** .004
The manager's expertise .164 .172 3.867*** .000

Product 
service

constant .777 2.475* .014

.214 .207 31.362***
external environment .273 .196 4.327*** .000

price .071 .086 1.924 .055
Products and appliances .272 .206 4.532*** .000
The manager's expertise .181 .171 3.777*** .000

hygieni 
cconditions

constant 1.638 6.063*** .000

.197 .190 28.337***
external environment .261 .220 4.813*** .000

price .031 .044 .973 .331
Products and appliances .240 .214 4.649*** .000
The manager's expertise .126 .140 3.069** .002

IV. 결론

사회적으로 자기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간주되면서 특히, 20~30
대 여성들은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데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외적 관리 중 특히, 여성 대다수가 피부 관리 필요성에 가장 절감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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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업체도 증가하는 실정임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피부관리를 위해 여성들이 방문하는 업체는 병

의원과 피부관리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피부관리실에 대한 20~30대 여성 소비자의 만

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에 주목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그 

하위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피부관리실 이용현황, 피부개선효과, 피부관리실 이용동기로 

구성한 후 이들 각각이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결론으로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피부관리실 이용현황과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최
종학력이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피부관리실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했다. 
둘째,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이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용하는 피부관리실 현황, 1

회 관리비용, 피부고민 해결방법에 따른 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피부개선효과가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 을 분석한 결과, 시술받은 관리, 관리 후 개선

효과, 개선이 나타나는 시기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피부관리실 이용현황과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의 전문성, 

외부환경, 제품 및 기구 순으로 정의 상관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과 피부관리실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에 신뢰를 얻을수 있는 제품력과 기기 그리고 피부관리사의 꾸주한 개발을 통해 보다나은 서비스

를 제공해 미용에 대한 가치가 높여지길 바라며 위의 내용들이 좋은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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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nsumption value,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e intention of infant vegan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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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 발달과 인식 개선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Kim, 2020) 피부와 환경 모두를 생

각하는 비건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Kim, 2021). 또한 공해, 화학제품, 환경적 원인 등

으로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유아들을 위한(Kim, 2012) 최소한의 합성화학첨가물을 사용하여 친

환경적이면서도 영양성분이 풍부한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비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im 
2019). 이로 인하여 유아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 안전성 확보, 착한성분에 대한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유아를 위한 비건화장품 소비 변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Kim& Choi, 2017). 즉, 변화된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Park, 2006)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Lee, 2005), 환경문제로 인한 자극이 없도록 유아 비건화장품의 올바른 정보를 통하여 

피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Kim, 2017). 이는 실구매자인 부모의 구매 태도를 파악하고, 구매행동으로 이

어지도록 하는 기초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Le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비건화

장품의 소비가치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의 정보탐색 행동과 유아 비건화장품 구매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과 안전성이 검증된 유아 비건화장품의 다양한 방향의 연구를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0대-50대 유아 비건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0세부터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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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소비가치의 19문항, 정보탐색의 12문항, 
구매의도의 11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으로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전산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유아 비건화장품의 소비가치와, 정보탐색, 구매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먼저 유아 비건화장품의 소비가치와 정보탐색의 상관관계는 기능적 가치(r=.537, p<.001), 
감정적 가치(r=.303, p<.001)는 적극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가치(r=.309, p<.001), 감정적 가치(r=.191, p<.001)는 소극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가치(r=.220, p<.001), 감정적 가치(r=.406, 
p<.001)는 유희적 정보탐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비건

화장품의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 비건화장품의 소비가치의 기능적 가치

(r=.610, p<.001), 감정적 가치(r=.328, p<.001)는 구매행동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탐색과 구매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의 적극적 정

보탐색(r=.536, p<.001), 소극적 정보탐색(r=.301, p<.001), 유희적 정보탐색(r=.236, p<.001)도 구매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비건화장품의 소비

가치에 따라 정보탐색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능적 가치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는 안전성을 고려

하는 것으로 유아 비건화장품을 구매 할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정보

탐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Consumption Values, Information Search and Purchase Intention in Vegan 
Cosmetics for Infants & Toddlers 

Category
Consumption Value Information Search Purchase 

IntentionFunctional Emotional Epistemic Active Passive Recreational
Functional Value 1
Emotional Value .247*** 1
Epistemic Value .049 .446*** 1

Active Information 
Search .537*** .303*** .142** 1

Passive Information 
Search .309*** .191*** .136** .404*** 1

Recreational 
Information Search .220*** .406*** .521*** .342*** .050 1

Purchase Intention .610*** .328*** .127* .536*** .301*** .236***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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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 비건화장품의 소비가치, 정보탐색, 구매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유아 비건화장품의 디자인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보다는 가

격, 성능, 실용성이 우수한 제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유아 비건화장품의 자연 유

래 성분이 소비자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유아 비건화장품의 환

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의한 정보탐색을 

원천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낼 것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유아 비건화장품 산업의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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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Z세대의 화장품 소비성향, 구매행동, 구매결정속성간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smetics Consumption Propensity, Purchasing 
Behavior, and Purchasing Decision Attributes of Generation Z.

이나예1･진승완2･이인희3,*

1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학생
2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학생

3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교수

Na-Ye Lee1, Seung-Wan Jin2, and In-Hee Lee3,*

1Student, Dep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2Student, Dept. of Beauty Art, Graduate School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3Professor, Dept. of Beauty Therapy & Make-up, College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I. 서론

오늘 날 화장품은 끊임없는 발전을 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며 성장하였고, 화장품 산업은 인

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

다. 다양한 산업 중에서도 화장품 산업은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온라인쇼핑의 활성화로 가파르게 성장하

고 있다.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는 가장 젊은 1020 소비층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넘나들며 막

강한 정보력을 토대로 부모세대의 구매 패턴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소비 주도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특성에 대해 조사 연구하면서 이들의 소비성향, 구매행동, 구매결정속

성에 대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Z세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공

하여 화장품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만16-26세에 해당하는 Z세대의 화장품 소비성향, 구매행동, 구매결

정속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2021년 0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

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연구자가 해당 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340부를 배포하고, 자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39

총 317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응답결과를 회수한 다음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 가능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전

산 처리하였으며, Z세대의 화장품 소비성향, 구매행동, 구매결정속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

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Z세대의 화장품 소비성향과 구매행동, 구매결정속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화장품 소비성향과 구매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 소비성향의 하위요인별 

자원절약성향, 계획구매성향은 구매행동의 하위요인별 문제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정보탐색, 선택기준, 구매시기, 구매 후 만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화장품 소비성향의 하위요인별 가치지향성 성향, 
타인의식성향, 충동구매성향은 문제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p<.001), 정보탐색, 선택기준, 구매시기, 구매 후 만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화장품 소비성향과 구매결정속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 소비성향의 

Table 1. Correlation verification

Sortation

Cosmetics Consumption Propensities Purchase Behavior 
Purchasing 
Decision 
Attributes 

Resource-saving 
tendencies

Planned 
purchase 

propensity
Value 

orientation
Other people's 
consciousness

Impulsive 
buying 

tendencies
Problem 

recognition
Exploring 

information
Criteria for 

selection Purchase time Satisfaction 
after purchase

Resource-saving tendencies 1
Planned purchase propensity .616*** 1

Value orientation -.453*** -.483*** 1
Other people's 
consciousness -.319*** -.321*** .520*** 1

Impulsive buying tendencies -.564*** -.499*** .528*** .555*** 1
Problem recognition -.238*** -.276*** .418*** .522*** .444*** 1

Exploring information .416*** .476*** -.305*** -.148** -.278*** .003 1
Criteria for selection .379*** .405*** -.184*** -.149** -.248*** -.026 .461*** 1

Purchase time .407*** .368*** -.264*** -.235*** -.383*** -.175** .367*** .311*** 1
Satisfaction after purchase .484*** .534*** -.366*** -.339*** -.414*** -.201*** .513*** .484*** .396*** 1

Purchasing Decision 
Attributes .502*** .574*** -.407*** -.202*** -.392*** -.158** .577*** .510*** .562*** .633***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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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별 자원절약성향, 계획구매성향은 구매결정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화장품 소비성향의 하위요인별 가치지향성 성향, 타인의식성향, 충동구매성

향은 구매결정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화장품 구

매행동과 구매결정속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매행동의 하위요인별 문제인식은 구매결정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구매행동의 하위요인별 문제인식, 
정보탐색, 선택기준, 구매시기, 구매 후 만족은 구매결정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화장품 소비성향, 구매행동, 구매결정속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세가지 요인은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Z세대가 다양한 정보 탐색과 교류를 통

해 한정된 자원 안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성향과 구매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개성과 니즈를 충족

시키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구매 및 공유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X세대나 Y세

대와 같은 기존세대들과는 다른 소비패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소비계층의 주축이 되는 Z세대의 성향과 그들의 정보 공유 방법 및 행동 특성을 분석하

여 그들의 소비패턴을 제시함으로 기존세대와 차별화 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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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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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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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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미용종사

자의 QWL이 종사자의 자발적이며 집중하는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근

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이와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조사는 전국의 5인 이상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0-40대 이상 남, 여 피부관리사, 병원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 QWL 13문항, 직무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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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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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의료미용 종사자의 QWL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활력의 설명력은 31.0%이고, F값은 41.862(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는 QWL의 하위요인별 개인적 차원(β=.288, p<.001),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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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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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두의 설명력은 39.0%로 나타났고, F값은 59.458(p=0.000)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별로는 QWL의 하위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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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차원이 높아지면 활

력, 헌신, 몰두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The Influence of QWL on Job Engagement in Medical Cosmetology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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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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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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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야하며, 개인의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직무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일의 집중도가 올라가 효율적인 직무 성

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의료미용산업에서 조직의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료미용종사자를 위한 경영자의 지원,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고 이와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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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의 차이

Differences in the use of skin care rooms in their 20s and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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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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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Ly Seo1 and Mee-Ok Choi2,*

1Student, Gwangju Women's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of Beaut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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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적으로 자기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정착하면서 대부분의 20
∼30대 여성들은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길 원하는 욕구가 더 커졌고, 외모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패

션, 운동,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피부관리와 같은 외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김지현, 2019). 외모 관리에 

포함 되어 있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피부관리실 이용 방문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을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에서 여성의 96.4%로가 피부관리실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조사를 통해 피부관리

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박가희, 2020). 피부관리실의 경쟁력을 갖추고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

해, 주 고객층인 20∼30대 여성들 대상으로 그들의 피부관리 이용현황의 차이를 분석하여 관리실의 만족

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할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20∼30대 여성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외

모관리를 위한 많은 지출을 한다. 미혼여성들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 등에 많이 노출되면

서 패션, 외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제품에 대해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강은정, 2020). 매
끄러운 피부관리를 통한 인상·외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 전문 피부관리 제품 등이 출

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출시는 피부관리의 개념 변화와도 연관이 깊다.(최정임, 2009).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20~30대 여성들의 피부관리 이용현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피부관리실을 현재 이

용하고 있는 20~3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부관리실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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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고, 20대와 30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 케어 검정( χ2)을 실시하였다. 20대와 30대의 피부관리실 신뢰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

나 누락된 30부를 제외한 482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Table 1. Differences in the use of skin care rooms in their 20s and 30s.

Sortation
20s 30s Allheit

χ2(p)N % N % N %

Skin care 
room
form

General skin care room 118 57.8 63 30.0 181 43.7
42.415***

(.000)
Cosmetics brand skin care room 10 4.9 41 19.5 51 12.3

Medical Skin Care Center 54 26.5 85 40.5 139 33.6
Franchise Skin Care Center 22 10.8 21 10.0 43 10.4

Reason for 
skin care

To relieve skin troubles 31 15.2 40 19.0 71 17.1

1.873
(.759)

Staying healthy 81 39.7 82 39.0 163 39.4
Obesity management 35 17.2 31 14.8 66 15.9

Relieving stress and leisure 34 16.7 30 14.3 64 15.5
Confident social life 23 11.3 27 12.9 50 12.1

One time 
cost

Less than 50,000 won. 56 27.5 64 30.5 120 29.0
.979

(.806)
Less than 50,000 won to 70,000 won 48 23.5 43 20.5 91 22.0
Less than 70,000 won to 100,000 won 70 34.3 69 32.9 139 33.6

More than 100,000 won. 30 14.7 34 16.2 64 15.5

Total period 
of use

Less than a year 129 63.2 124 59.0 253 61.1
1.278
(.734)

Less than 1~3 years. 57 27.9 62 29.5 119 28.7
Less than 3~5 years. 11 5.4 13 6.2 24 5.8

For more than 5 years 7 3.4 11 5.2 18 4.3
Select a 

designated 
manager

I'm taking care of myself 112 54.9 120 57.1 232 56.0 .211
(.646)I don't take care of it 92 45.1 90 42.9 182 44.0

Reason for 
designation

I don't want to change the manager 55 49.1 55 45.8 110 47.4
8.645*

(.034)
The new manager has a long time to adjust 5 4.5 11 9.2 16 6.9

I like the management techniques 16 14.3 30 25.0 46 19.8
He's good at dealing with things 36 32.1 24 20.0 60 25.9

Willing to 
move

to exist 51 45.5 75 62.5 126 54.3 6.719*

(.010)to have none 61 54.5 45 37.5 106 45.7

How to 
solve skin 
problems

Visiting a general skin care center 82 40.2 82 39.0 164 39.6
3.101
(.376)

Visiting a dermatologist's 46 22.5 61 29.0 107 25.8
Taking care of yourself at home 52 25.5 42 20.0 94 22.7

I'm not looking for a solution 24 11.8 25 11.9 49 11.8
Allheit 204 100.0 210 100.0 4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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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20대와 30대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자기관리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하고 외적 모습을 가꾸는 데

에 많은 여성들이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혼 기혼 상관없이 대 부분의 여성들이 피부관리

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의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결론으로

첫째, 20대와 30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상태 및 학력, 직업, 월 소득, 차이

가 없었으며 미혼인 여성은 20대가 높았고 30대는 기혼이 높았다. 최종학력으로 대학을 졸업하여 사무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20대와 30대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부관리실 형태와 피부 고민 해결 

방법은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둘 다 일반 피부관리실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셋째, 피부관리실 신뢰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부 시설 및 서비스 내용 그리고 이용시설이나 시스

템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 신뢰도가 높았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피부관리실 이용현황 차이에 대한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구성으로 신뢰를 얻길 바라며 좋은 자

료로 이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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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영화 <아가씨>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상징적 요소를 반영한 네일아트 

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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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vie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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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우리사회에서 여러 사회의제(社會儀制)들 중 여성의 성평등을 추구하고 사회적 동등함에 대한 중

심인 페미니즘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핵심의 중심으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나타난 영화가 많고 박찬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장센이다. 전세계 어떤 감독과도 유사함이 없는 독특한 그만의 회화적 감각은 

<아가씨>에서도 빛났다(뉴시스, 2016. 5. 15.). 본연구는 선행연구 박찬욱 영화 <아가씨>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에 관한 연구 No(2020)와 페미니즘 관점에서 영화<아가씨>의 여체의 재현 및 남성 응시의 해체 

연구 Yu(2020)를 바탕으로 페미니즘의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네일 디자인에 적용하여 실제 

작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작품제작은 영화 <아가씨>에 표현된 여성을 억압하는 페미니즘의 상징적 요소들을 분석한 후 디자인

의 이미지 특성을 모티브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은 No(2020)와 Yu(202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4가지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1). <구슬>, 작품 2). <서재 및 지하실 공간>, 작품 3). <기모노 복장>, 
작품 4), <마지막 장면과 뱀> 구분하여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네일아트 디자인의 형태와 색상, 제작방법, 
재료 등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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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페미니즘의 상징적인 요소를 반영한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

1) 구슬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히데코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구슬이구 여기에서 구슬은 

남성의 성기와 규범을 상징하는데, 구슬은 폭력의 상징이구, 장갑은 마치 이슬람 여성의 히잡을 상징하는 

것처럼 억압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다(Table 1).

Table 1. Gel nail art design that reflects the symbolic element, "Bead"

Technique Hand painting, 3D nails, Gel gradation

Motifs

Works

2) 서재 및 지하실 공간

No,(2020)의 연구에서 이모부는 부권을 상징하는데 서재 지하실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을 규제하

고 있고, 영화에서 권력의 중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지하실은 사람을 학대하는 기구와 남성과 여성의 

성기관의 표본들이 가득한 곳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모부의 거세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상징적

으로 표현된 곳이기도 하다(Table 2).

Table 2. Gel nail art design reflecting symbolic elements of "study and basement space"

Technique Hand painting, Marbling

Motif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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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모노 복장

이모부는 히데코의 신체자주권(身體自主權)을 수없이 박탈하였고 모든 것을 이모부에 따라야만 했다. 
복장에서도 이런 가부장제 권력을 느껴질 수 있고 성장한 히데코의 복장이 기모노에서 양복으로 바뀌었

으며, 양복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구속을 상징하기도하며, 신체 곡선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는 남자를 

위해 숨도 쉬기가 어려운 조끼를 입었다(Yu, 2020). 이것은 모두 이모부의 속박과 통제를 드러냈고, 히데

코 신체에 표현된 낙인이라 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Gel nail art design that reflects the symbolic element of "Kimono costume".

Technique Hand painting, 3D nails

Motifs

Works

4) 마지막 장면과 뱀 

뱀조각상도 마찬가지로 부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No, 2021), 마지막 탈출하기 전 지하 서재 공간

에서 히데코와 숙희의 행동은 남자들에 대한 분노로 책과 그림을 미친 듯이 찢고 권위와 질서를 대표하

는 책 장서를 소각하고 무거운 남권 족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모와 두 사람을 공갈친 뱀을 때려 부수

었다(Table 4).

Table 4. Gel nail art design that reflects symbolic elements of "Last Scene and the Snake"

Technique Hand painting, 3D nails, Gel gradation

Motif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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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영화가 대중문화예술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주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영화 <아가씨>의 페미니즘의 상징적 요소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4가지를 선정하고 상징적으로 표

현된 특성을 응용하여 다양한 네일아트 기법과 재료를 사용해 4점의 네일 디자인 작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의 페미니즘의 상징적 요소들이 네일아트 디자인 적용에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함으로

서 새로운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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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

일반적특성에 따른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

Satisfac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of beauty school instructor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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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사의 중요성과 절대적 존재를 의미한

다. (Song, 2003) 미용교육이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 가면서 미용학과에 지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학원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교육환경과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용교육 

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Yeo, 2015) 본 연구는 미용전공자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학원강사의 학력에 따른 수업전문성과 그에 따라 미용학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원강사 학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전문

성과 책임감을 높여 미용전공수강생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지식 기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에 배출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알아본다.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는 

주성분분석, 베리멕스을 사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고, 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사
후검증 Duncan test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은 spss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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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61.8%, 남성 39.2%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고3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은 고2 39.4%, 고1 16.0%, 중3 이하 3.2%,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선택기준을 알아

본 결과 강사의 능력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지인의 추천 19.8%, 학원의 서비스 17.2%, 
학원의 위치 16.2%, 학원의 브랜드 7.4%, 기타 3.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적의 경우 5등급이 28.0%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6등급 22.0%, 4등급 20.2%, 7등급 이하 12.2%, 2등급 8.0%, 3등급 7.6%, 
1등급 2.0%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 선택 이유의 경우 적성과 흥미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은 대학진학 때문 16.4%, 취업전망이 높아서 16.2%, 주변의 권유 7.4%, 미용이 인기가 많아서 7.2% 순
으로 나타났다. 희망대학을 알아본 결과 대학교(4년제)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전문대학

(2년제) 32.4%, 대학 진학 안함 10.6%, 계약학과 6.0%,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3.4%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 2=2321.075(df=55, Sig=.000), KMO값 0.902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은 0.494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교육효과’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36∼0.784로 나타났으

며, 고유값은 3.557, 분산설명비율은 32.3%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사전평가’ 요인으로 요인적재값

은 0.634∼0.836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023, 분산설명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

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9.8%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가 0.825∼0.864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원 강사의 학력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사전평가(p<.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평균이 여성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교육효과(p<.05), 사전평가(p<.001)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요인은 고2, 고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전평가 요인은 고1의 평균이 기타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원선택 기준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교육효과(p<.05), 사전평가(p<.001) 요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요인은 학원의 브랜드가 지인의 추천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전평가 요인은 학원의 브랜드가 기타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성적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교육효과(p<.05) 요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등급의 평균이 7등급 이하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용선택 이유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사전평가(p<.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 때문의 평균이 적성과 흥미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대학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교육효과(p<.01), 사전평가(p<.01) 요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요인은 계약학과의 평균이 전문대학(2년제)
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전평가 요인은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의 평균이 전문대학

(2년제)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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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 of Communication Style on Customer Reliability

category
Effect of Education pre-evaluation
M SD M SD

gender
남성 3.49 .645 3.56 .737
male 3.43 .793 3.15 .885

t-value(p) .976 5.550***

grade

3st year high school 3.48A .715 3.22A .777
2st year high school 3.48A .760 3.42A .913
1st year high school 3.47A .621 3.51A .675
Junior high school 

3rd grade or younger 2.97AB 1.134 2.33B .864

etc 2.73B .508 2.20B .949
F-value(p) 3.072* 10.590***

Academy 
selection 
criteria

instructor's ability 3.56AB .659 3.61A .701
Academy's service 3.37AB .690 3.09B .757

location of the academy 3.36AB .735 3.11B .945
Recommendation from an 

acquaintance 3.33B .924 3.07B .959

Academy's brand 3.66A .396 3.66A .435
etc 3.41AB .963 2.87B 1.124

F-value(p) 2.476* 11.256***

average 
grade

Grade 1 3.65A .396 2.94 1.100
Grade 2 3.65A .565 3.65 .689
Grade 3 3.68A .811 3.36 .879
Grade 4 3.43AB .647 3.28 .775
Grade 5 3.51AB .724 3.35 .778
Grade 6 3.37AB .776 3.27 .940

7th grade or lower 3.20B .871 3.12 .976
F-value(p) 2.818* 1.978

Reason for 
choosing 
beauty

aptitude and interest 3.43 .807 3.18B .891
Job prospects are high 3.44 .663 3.34AB .843

recommendations around 3.43 .702 3.30AB .728
Beauty is very popular. 3.46 .749 3.53A .753

because of college 3.55 .592 3.60A .753
F-value(p) .443 4.747***

Hope 
University

not going to college 3.40AB .813 3.32AB .875
two-year university 3.28B .778 3.11B .922

University
(four-year university) 3.54AB .706 3.38AB .827

Department of Contracts 3.68A .589 3.59A .570
Lifelong  Education Center
or academic credit system 3.56AB .553 3.60A .515

F-value(p) 3.913** 4.064**
* p<0.05, ** p<0.01, *** p<0.001 Dunn contest results A>B displa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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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학원선택기준을 알아본 결과 강사의 능력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지인의 추천 19.8%, 
학원의 서비스 17.2%, 학원의 위치 16.2%, 학원의 브랜드 7.4%, 기타 3.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

학진학 때문 16.4%, 취업전망이 높아서 16.2%, 주변의 권유 7.4%, 미용이 인기가 많아서 7.2%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대학을 알아본 결과 대학교(4년제)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전문대학(2년
제) 32.4%, 대학 진학 안함 10.6%, 계약학과 6.0%,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사전평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남성의 평균이 여성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

아본 결과 교육효과, 사전평가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요

인은 고2, 고3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전평가 요인은 고1의 평균이 기타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용선택 이유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사전평가 요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 때문의 평균이 적성과 흥미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대학에 따른 학원강사의 학력 만족을 알아본 결과 교육효과, 사전평가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효과 요인은 계약학과의 평균이 전문대

학(2년제)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전평가 요인은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의 평균이 

전문대학(2년제)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원강사 학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용전공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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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경제활동

으로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신체 건강과 미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안은주, 2014). 인간의 

피부는 외부와 직접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트러블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부 노화를 가속한다. 이 때문에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얼굴 피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김귀미, 2009).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 있는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화

에 대한 인식과 효과적인 노화 관리 행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항노화 화장품의 사용, 전문적 관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조사 결과를 통해 진행되며, 따라서 중국 여성의 피부 노화 인식 정도와 항노화 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 분야 시스템의 효과적인 연구에 기초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노화에 

대한 인식과 피부 항노화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노화 마케팅을 위한 고객 맞춤형 

항노화 화장품 개발, 전문적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국 산시성에 거주하는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20부를 배부하여,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495부를 최종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 목적을 읽고, 동의한 위챗(WeChat), wjx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에서 무기

명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57

III. 결과 및 고찰

결혼상태는 ‘미혼’이 1.8%, ‘기혼’이 98.2%이었고,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은 95.6%,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은 4.4%이었다. 현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53.7%, ‘대도시’가 30.0%, ‘농촌’이 16.3%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5.9%, ‘전문대학 졸업’이 41.0%, ‘대학원 졸업’이 1.8%,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35.2%, ‘전문직 종사자’가 19.4%, ‘서비스업 종사자’가 13.7%, ‘전업

주부’가 8.8%, ‘노동자’가 8.4% 순이었고, 월수입은 ‘50-100만원 미만’이 53.3%, ‘50만원 미만’이 30.4%, 
‘100-200만원 미만’이 9.3%, ‘200-300만원 미만’이 4.4%, ‘300만원 이상’이 2.6%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in their 30s.

Sortation Frequency(N) Percentage(%)

Married
Single 4 1.8

Married 223 98.2

Childbirth experience.
to exist 217 95.6

to have none 10 4.4

My current residence.
A big city. 68 30.0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22 53.7
Rural areas. 37 16.3

Final education.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3 1.3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93 41.0

Graduation from college 127 55.9
Graduation from graduate school 4 1.8

occupation

Professional worker 44 19.4
an office job 80 35.2

Service worker 31 13.7
Worker 19 8.4

Beauty industry 16 7.0
Freelancer 7 3.1

self-employment 10 4.4
housewife 20 8.8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69 30.4
Less than 50 to 1 million won 121 53.3
Less than 1 to 2 million won 21 9.3
Less than 2 to 3 million won 10 4.4

More than 3 million won 6 2.6
the entire 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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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예전에는 외모 관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인식 되었다면, 현대 성인여성들의 건

강과 미용은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피부노화예방 및 개선을 위해 많은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고품질, 신뢰할 수 있는 항노화 제품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제조사들은 고품질의 항노화 스킨케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또한 화장품업체들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제조와 판매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문피부관리실도 적극적인 마케팅으

로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문피부관리실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자가관

리(홈케어)를 선호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피부관리실에서도 만족도를 높힘과 동시에 피부관리실에서 지속

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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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연령에 따른 중국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의 연구

Research of Chinese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based on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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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미용 서비스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핫스팟이 되었다. 미용 시장 규모와 산업 산출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

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미용 산업의 발전 시간이 길지 않아 전문 훈련기구와 산업 

교육체계가 불완전해서 종사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고, 기술 수준도 떨어져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로 중국 미용교육 학습자의 의견과 제안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보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용교육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전문적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미용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기여하려고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3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약 3주 정도를 걸려 

중국에서 미용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총 40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한 88부를 제외한 총 317부
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성별에 따른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와 같다.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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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M=3.96)과 남성(M=4.00)의 차이가 없었으며, 세부적으로 전문성, 유형성, 상호작용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성, 유형성, 상호작용성의 세부항목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

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연령에 따른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은 20대(M=3.75)보다 30대(M=4.33)의 미용교육 서비스품질이 더 높았고

(t=-5.497, p<.001), 세부적으로 전문성(t=-4.858, p<.001), 유형성(t=-5.626, p<.001), 상호작용성(t=-4.611, 
p<.001) 모두 30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earch of Chinese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based on Gender.

Sortation
female (N=85) male (N=57)

t p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3.97 .81 4.05 .88 -.593 .554
Tangible. 3.94 .82 4.00 .86 -.362 .718

Interaction. 3.98 .83 3.95 .91 .207 .836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3.96 .78 4.00 .83 -.258 .797

Table 2. Research of Chinese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based on  Age.

Sortation
20s (N=86) 30s (N=56)

t p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professionalism 3.78 .98 4.34 .33 -4.858*** .000
Tangible. 3.72 .95 4.35 .35 -5.626*** .000

Interaction. 3.75 1.01 4.30 .37 -4.611*** .000
Beauty Education Service Quality 3.75 .94 4.33 .22 -5.497*** .000

*** p<.001

IV. 결론

첫째, 중국미용교육과정에서 미용전공에 잘 맞는 강의내용과 강의재료을 충분히 제공하고 미용교육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와 교육환경을 보유하며 강사는 미용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즉시적으로 

응답할수록 학생들은 미용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획득하게 되어서 미용교육

의 학업성과가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교육과정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을 가지고   개인 실습시

간과 기회 그리고 수강인원을 관리하며  강사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교육시킬수록 

미용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창업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미용교육의 취업성과가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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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뷰티관심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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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은 경제 발전에 더불어 여성들이 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생방송이나 짧은 미디어 

등 인터넷 뉴미디어 영향에 미쳐 여성들이 현실 생활은 물론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외모에 대한 

신경을 쓴다(Zhang Susu, 2021). 또한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면서 외모가 연애, 결혼 부분은 물론 취업이

나 승진 등 사회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So-Young Yoon, 2007)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형성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고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뷰티관심도를 알아보고 미디어

뷰티관심도, 뷰티 의식, 친구 뷰티 성향, 문화생활 수준, 타인의존도 등 다섯 사회문화적 요인을 나누어 

조사하여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대 중국 여성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국 전국 30개 도시를 특대형 도시,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 현급 시에서 총 350명 여성

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301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서는 ‘20-23세’, ‘24-26세’, ‘27-29세’ 세 그룹을 나누고, 최종학력, 직업, 거지지역, 월 생활비,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미디어외모관심도, 뷰티의식, 친구뷰티성향, 문화생활수준, 타인의존도 등 다섯 개

로 나누고 뷰티관심도에 대해서는 헤어뷰티, 얼굴뷰티, 네일뷰티, 피부관리 총 4개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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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Table 1.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of cosmetic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Average
(M)

standard deviation
(SD) F-value p

Age
20-23years 3.49 .61

2.378 .09524-26years 3.70 .58
27-29years 3.54 .56

Final 
education

University graduation (two years) or less 3.46 .53
2.250 .107University graduation (4-year) 3.60 .61

Graduate School Abnormality 3.62 .60

Occupation

Student 3.63 .62

2.471* .033

Service job 3.65 .46
clerical work 3.48 .63

Professional technical profession 3.24 .79
Management position 3.69 .61

Guitar 3.64 .68

Residential 
Area

Extra-large city (Shanghai, Beijing) 3.58 .67

.892 .469
Big city 3.52 .53

Secondary city 3.58 .51
Small town 3.43 .51
The present 3.25 .62

Monthly 
living 

expenses

Less than 200,000 won 3.45 .58

5.354*** .000
Less than 200,000 won to 500,000 won 3.57 .58

Less than KRW 500-1 million 3.73 .53
Less than 100 to 2 million won 3.79 .49

More than 2 million won 3.25a .774
All 3.57 .763

* p<.05, *** p<.001   e,d,c,b > c,b,a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factors and beauty interest in appearance

Category

Sociocultural Factors on Appearance Beauty interest level
Interest in 

Media 
Beauty

Beauty 
consciousness

Friend's 
Beauty 

Tendency

Cultural 
standard of 

living
Dependence on 

others All Interest in 
hair beauty

Interest in 
facial 
beauty

Interest in 
nail beauty

Skin care 
interest level All

Sociocultural 
Factors on 
Appearance

Interest in Media Beauty 1
Beauty consciousness .481*** 1

Friend's Beauty Tendency .567*** .570*** 1
Cultural standard of living .498*** .318*** .508*** 1

Dependence on others .502*** .306*** .379*** .401*** 1
Sociocultural Factors on Appearance .864*** .720*** .765*** .714*** .664*** 1

Beauty
interest level

Interest in hair beauty .563*** .483*** .482*** .498*** .528*** .682*** 1
Interest in facial beauty .641*** .531*** .516*** .498*** .491*** .724*** .719*** 1
Interest in nail beauty .417*** .311*** .341*** .371*** .342*** .479*** .457*** .512*** 1
Skin care interest level .589*** .472*** .467*** .448*** .363*** .639*** .646*** .680*** .466*** 1

Beauty interest level .669*** .544*** .546*** .549*** .521*** .764*** .849*** .887*** .732*** .842***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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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Beauty Interests in Appear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R 2 adj R 2 F 

Beauty interest 
level

(constant) .395 2.436* .015

.587 .580 83.699***

Interest in Media Beauty .309 .334 6.495*** .000
Beauty consciousness .214 .234 4.984*** .000

Friend's Beauty Tendency .046 .049 .927 .354
Cultural standard of living .175 .211 4.571*** .000

Dependence on others .179 .179 4.033*** .000

Beauty 
interest 
level

Hair 
Beauty

(constant) .427 2.274* .024

.479 .470 54.172***

Interest in Media Beauty .192 .202 3.490** .001
Beauty consciousness .205 .218 4.130*** .000

Friend's Beauty Tendency .041 .042 .706 .481
Cultural standard of living .172 .202 3.884*** .000

Dependence on others .272 .264 5.304*** .000

Facial 
Beauty

(constant) .138 .683 .495

.529 .521 66.180***

Interest in Media Beauty .361 .334 6.089*** .000
Beauty consciousness .260 .243 4.859*** .000

Friend's Beauty Tendency .044 .040 .708 .479
Cultural standard of living .161 .166 3.374** .001

Dependence on others .195 .167 3.522*** .000

Nail 
Beauty

(constant) .472 1.450 .148

.234 .221 18.008***

Interest in Media Beauty .270 .198 2.830** .005
Beauty consciousness .138 .102 1.598 .111

Friend's Beauty Tendency .048 .034 .479 .632
Cultural standard of living .208 .170 2.708** .007

Dependence on others .192 .130 2.156* .032

Skin 
Care

(constant) .595 2.510* .013

.420 .410 42.728***

Interest in Media Beauty .416 .366 6.000*** .000
Beauty consciousness .234 .207 3.733*** .000

Friend's Beauty Tendency .054 .046 .739 .460
Cultural standard of living .167 .164 2.990** .003

Dependence on others .040 .033 .62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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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 특성 분석 결과에서 중국 20대 여성에서 

직업과 월 생활비에 따른 뷰티관심도의 차이는 유의미했지만,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직장 수요 및 경제적 여유가 뷰티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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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뷰티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미디어뷰티관

심도와 뷰티의식, 문화생활수준, 타인의존도가 높을수록 뷰티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

국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활약해지면서 더우인, 콰이소우 등 동영상 플랫폼이 유행하므로 젊은 여성들이 

누구나 어디든지 생방송이나 동영상 방송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뷰티 경험을 이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한

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이 여성들이 뷰티를 배우는 경로 및 서로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때문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뷰티관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미디어뷰티관심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뷰티 업체들의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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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중국 중년여성 월소득에 따른 피부 노화 화장품 사용관리 및

피부관리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Skin Aging Cosmetics and Skin Care according to the Monthly 
Income of Middle-Aged Wome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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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석사과정
2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교수

Lou Yue1 and Mee-Ok Choi2,*

1Student, Gwangju Women's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of Beauty Science
2Professor, Gwangju Women's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of Beauty Science

I. 서론

여성의 자기 관리에서 피부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매끄러운 피부는 젊어 보인다는 이

유로 최근 중요한 미용 기준으로 여겨진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

를 겪게되며, 노화의 진행중에 심리적·생리적 기능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뇌·심장등 구성 기관이 쇠퇴

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는 자연스럽게 유전자에 따라 개체 노화의 정도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중국 려오닝성 30~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 노화를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피부 노화 

상태를 조사하며, 피부관리행태가 주름개선 화장품, 피부관리, 생활습관 등 3가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려오닝성에 거주하는 3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구

역선정은 경제 수준, 즉 GDP를 기존으로 하여 각 지역마다 선정하였으며, 조사한 도시는 인구 집지역

이다. 그리고, 1차 예비조사는 15명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고 총 15부의 설문지를 회수한 후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보완 작업을 거쳐 2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399부를 최종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목적을 읽고, 동의한 위챗(WeChat),  쥬엔망 프로그램(wenjuan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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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연령은 ‘30대’가 36.8%, ‘40대’가 33.0%, ‘50대’가 30.3%이었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40.0%, ‘중졸 이

하’가 27.6%, ‘대졸’이 27.0%, ‘대학원 이상’이 5.4% 순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8.1%, ‘사무직’이 

28.6%이었고, 이 외에 ‘자영업’은 9.7%, ‘전문, 기술직’은 7.6%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1.9%, ‘기
타’가 17.8%, ‘미혼’이 10.3% 순이었으며, 월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1.1%, ‘100만원 이상’이 

32.4%, ‘50만원 미만’이 26.5% 순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rtation Frequency(N)    Percentage(%)

Age
30s 68 36.8
40s 61 33.0
50s 56 30.3

Fi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e 51 27.6
high school graduate 74 40.0

College graduate 50 27.0
Graduate school or higher 10 5.4

Occupation

Student 3 1.6
Office worker 53 28.6

Professional, technical 14 7.6
Sales, service 8 4.3

self-employment 18 9.7
housewife 89 48.1

Married
Single 19 10.3

Married 133 71.9
Guitar 33 17.8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49 26.5
Less than 50 to 1 million won 76 41.1

More than 1 million won 60 32.4
The entire 185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려오닝성 3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월소득에 따른 피부 노화 화장품 사용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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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연구로 피부 노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 되는 피부 노화 인식, 피부 노화 상태, 피부 노화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관리 행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부 노화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부 노화 인식과 피부 노화 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피부관리 형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관리 형태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피부 노화 스트레스와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피부 노화 인식의 차이 결과는 중년여성의 경우 자신의 피부 노화 증상을 정확히 인식하

고 있었으며, 나이에 비해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부노화 스

트레스 문항에서 노화된다는 느낌이 들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피부관리는 노화지연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피부노화 상태의 차이 결과는 연령이 30대(M=3.96), 50대(M=3.86), 40대(M=3.73) 순으로 

30대의 피부상태가 가장 심각하였고(F=41.564, p<.001). ‘피부에 소양증(가려움증)이 생긴다’(F=74.803, 
p<.001)에서는 30대의 상태가 가장 심각하였다.

연령에 따른 피부노화 스트레스의 차이 결과는 연령이 50대(M=3.93), 30대(M=3.84), 40대(M=3.67) 순
으로 50대의 피부노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의 차이 결과는 30대 중년여성의 피부유행 및 피부건강상태, 피부상태, 피
부관리행동, 화장품 사용실태에서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인지 및 사용 등에 관심도가 많았고, 피부미용행

위가 비교적 활발하고 피부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0대, 50대 여성들이 피부와 화장

품에 대한 인지 및 사용 등에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생활습관이 규칙적이다가 높았다. 이와 같이 결

과를 통하여 중국 30~50대 중년여성도 피부관리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보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중국의 일부 지역으로 설문지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중국의 중년여성들의 피부 노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피부관리 형태에 따른 월 소득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과학적인 임상 실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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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과 전문성 및

만족도와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with Nail Services 
Give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and Social Commerce

김지연1･송연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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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ster' Course, Dept. of Cosmetic Beauty, Graduate School of Social and Culture Administration and Welfare,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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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네일샵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시대의 대면 시스템보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응

대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로 SNS가 미용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레드오션(red ocean)이라 말할 수 있는 네일 산업 시장에서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가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고객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재방문을 이끌어내어 고정 

고객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일샵 경영자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와 마케팅 비용의 절감효과 뿐

만 아니라 점전적인 매출증대로 성과 및 수익 상승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6).
연구의 목적은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가 고객의 만족도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네일 산업에 더 큰 발

전을 기여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를 이용해본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중

심의 10대에서 5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문항으로 네일 인식 9문항, 만족도 14문항, 전문성 12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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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총 32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7.0을 활용하여 순차

적으로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희귀분석, 독립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 연령 20대(28.5%),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재/
졸(41.1%),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전문직(24.5%), 거주지별로는 대전(39.9%), 월평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42.0%)이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 네일샵 방문 시 만족도, 네일샵 방문 시 전문성의 요인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의 문항에서 2개의 요인, 네일샵 방문 시 만족도의 문항

에서 4개의 요인이, 네일샵 방문 시 전문성의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과 네일샵 방문 시 만족도와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및 상관관계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과 네일샵 방문 시 만족도와 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

준 및 상관관계는 다음의<Table 1>과 같다.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 서비스의 인식 중 신뢰성, 다양성은 고객 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서비

스 만족도, 편리성 만족도, 시술 만족도, 제품 만족도와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샵 방문 시 전문성의 하위 요인인 서비스 전문성, 시술 전문성, 제품 전

문성과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따라서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샵 방문 시 시술 전문성과 제품 전문성이 높을수록 네일샵 방문 

시 서비스 만족도, 편리성 만족도, 시술 만족도, 제품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 Kim(2014)에 의하면 서울 지역에서 네일샵을 방문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문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로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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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ocial Commerce-based Nail Services,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Variabie
Perception of Nail  Services Satisfaction Professionalism

Reliability Diversity Total Service Convenience Treatment Product Total Service Treatment Product Total

Perception of Nail 
Services

Reliability 1
Diversity .800** 1

Total .964** .930** 1

Satisfaction

Service .752** .679** .759** 1
Convenience .753** .697** .768** .688** 1

Treatment .902** .808** .908** .725** .753** 1
Product .822** .738** .828** .694** .718** .844** 1
Total .914** .824** .923** .817** .848** .963** .924** 1

Professionalism

Service .847** .760** .853** .666** .718** .909** .793** .890** 1
Treatment .851** .763** .857** .734** .728** .890** .797** .894** .892** 1
Product .818** .738** .826** .697** .730** .843** .983** .922** .789** .802** 1
Total .891** .800** .898** .746** .773** .933** .923** .961** .938** .952** .930** 1

IV. 결론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샵 방문 시 전문성(서비스 전문성, 시술 전문성, 제품 전문성)이 높을수

록 고객 만족도(서비스 만족도, 편리성 만족도, 시술 만족도, 제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한 네일샵 방문 시 시술 전문성과 제품 전문성이 높은수록 네일샵 방문 

시 서비스 만족도, 편리성 만족도, 시술 만족도, 제품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지역적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

을 확대하고 네일 종사자의 입장에서 직무 만족도를 추가하여 조사 후 비교와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연

구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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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두피 관리는 정확한 두피 진단과 올바른 두피 관리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바르지 못한 두피 관리 방

법은 오히려 두피 문제를 발생시켜 탈모를 유발하여 아름다운 모발 유지를 어렵게 한다. 또한 두피의 청

결을 위하여 과도한 샴푸의 사용과 잘못된 세정은 두피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두피를 더욱 건조하거나 

민감하게 만들기도 한다(Ha, 2013). 따라서 건강한 두피 상태의 유지와 아름다운 모발 관리를 위해 자신

의 두피 유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Jeong, 2016; Myung, 2001). 두
피와 모발의 깨끗한 세정, 적당한 유‧수분과 영양공급, 원활한 혈액순환은 두피 손상을 감소시켜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Choi, 2013; Moon, 200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두피 관리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별 두피 관리에 관

한 인식이 낮아 두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자기 스스로 

두피 상태를 판단하고 관리함으로써 두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곤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

피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개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경우와 

두피 전문가를 통한 진단분석을 비교하여 성인들의 올바른 두피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1. 자료수집

성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별 두피 관리 실태와 두피 진단기(API 202, 아람휴비

스(주), 한국)로 두피 촬영과 두피 전문가 분석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두피 관리에 대한 종합적 설문 내용

에 대한 설문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총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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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피 관리상태, 관심도, 관리 

방법, 염증도에 대한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에 대한 분석을 카이제곱 교차 분석, 독립 표본(t-test), 일원 

변량분석 (One way ANOVA)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두피 관리에 대한 두피 상태, 두피 관리 관심도, 두피 관리 방법, 두피 관리시 

1회 비용에 대해 연령대별로 카이제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두피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대부분이 개인별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결정하며, 30대와 40대에서 소수가 전문가 

진단을 통해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두피 관리 관심도 조사에서 20대의 경우 

‘관심이 없다’와 ‘보통이다’를, 30대의 경우 ‘보통이다’와 ‘관심이 있다’로 분석되었다. 40대의 경우 ‘보통

이다’가 ‘관심이 있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보통이다’와 ‘관심이 있다’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20대를 제외한 30, 40, 50대에서 두피 관리에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

별로 두피 관리를 받을 경우 장소와 방법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별도로 두피 관리를 받거나 관리를 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대와 30대, 50대에서 소수가 두피 관리를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자신의 두피에 대하여 관리를 받을 때 관리 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

사한 결과 대부분의 성인들은 두피 관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관리 비용 지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두피 관리를 받을 경우 소수 인원에서 3∼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별 자가 진단과 두피 관리 전문가 진단을 통한 연령대별 두피 염증도 차이를 일원 분산배치 분석

(One-Way ANOVA)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대별 두피 염증도 차이에서 개인이 스

스로 자가 진단한 경우 F=0.792,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질 않았으나 두피 전문가의 경우 

F=0.933, p=0.003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으로 볼 때 연령대가 증가될

수록 두피 염증도 값이 증가되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염증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두피 전문가를 통

해 염증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두피 염증도는 두피의 탈모와 접한 관계

가 있어 보다 올바른 두피 관리와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두피 전문가를 통한 두피 관리·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두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두피 염증도에 대한 자가 진단과 두피 관리 

전문가 진단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두피 전문가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피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두피 

염증도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두피 염증도의 결과를 볼 때 두피 염증도에 대

한 개선을 위해 두피 관리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경우 두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크게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많은 미용 전문가들이 두피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관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피 관리에 대한 안내교육과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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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calp care status according to age.

age
Total χ²

20's 30's 40's after the 50's 

Diagnosis 
method

Self-diagnosis 33(23.6) 22(15.7) 26(18.6) 22(15.7) 103(73.6)
χ²=15.329
 p=0.018Expert diagnosis 2(1.4) 9(6.4) 10(7.1) 6(4.3) 27(19.3)

Etc 1(0.7) 2(1.4) 1(0.7) 6(4.3) 10(7.1)

Interest 
in scalp 

care

Not at all 3(2.1) 0(0) 1(0.7) 1(0.7) 5(3.6)

χ²=24.186
 p=0.019

No 13(9.3) 6(4.3) 3(2.1) 4(2.9%) 26(18.6)

Normal 13(9.3) 11(7.9) 18(12.9) 10(7.1) 52(37.1)

Yes 6(4.3) 11(7.9) 11(7.9) 10(7.1) 38(27.1)

Very yes 1(0.7) 5(3.6) 4(2.9) 9(6.4) 19(13.6)

managem
ent

method

Scalp care room 1(0.7) 8(5.7) 16(11.4) 12(8.6) 37(26.4)

χ²=29.121
 p=0.001

Home care 8(5.7) 11(7.9) 1(0.7) 9(6.4) 29(20.7)

Not managed 26(18.6) 14(10) 20(14.3) 13(9.3) 73(52.1)

Etc 1(0.7) 0(0) 0(0) 0(0) 1(0.7)

one time 
cost

3∼5 million won 6(4.3) 9(6.4) 4(2.9) 8(5.7) 27(19.3)

χ²=21.624
 p=0.042

5∼7 million won 1(0.7) 2(1.4) 3(2.1) 7(5) 13(9.3)

7∼10million won 1(0.7) 5(3.6) 5(3.6) 4(2.9) 15(10.7)

12million won over 1(0.7) 0(0) 4(2.9) 2(1.4) 7(5)

Etc 27(19.3) 17(12.1) 21(15) 13(9.3) 78(55.7)

Table 2.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flammation according to age.

Inflammation 
20’s 30’s 40’s After the 50’s F P Post-Hoc

self-diagnosis 2.3±1.0 2.6±1.1 2.7±1.0 2.5±1.1 0.792 0.500 -

expert diagnosis 3.3±0.7 3.5±0.9 3.7±0.7 4.0±0.3 4.933 0.003 a<d

Table 3.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flammation according to scalp care.

Scalp care
t p

Yes No

Inflammation 
self-diagnosis 2.4±1.0 2.9±0.9 2.785 0.006

expert diagnosis 3.5±0.7 3.7±0.7 1.374 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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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성인들의 두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로 두피

에 대한 개인별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두피 상태의 염증도, 두피 관리현황 등에 따른 개인별로 자가 진단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피 관리 전문가의 분석 결과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일

반 성인들의 경우 두피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며, 두피 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낮

았고 두피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비용 지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두피 염증도는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고 연령 증가에 따라 염증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들의 두피 관리에 대한 인식도

가 매우 낮게 나타나 두피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되어 성인들의 올바른 두피 관리를 위한 대책 도입의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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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미용 종사자의 신체이미지가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body image of beauty workers on servic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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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많은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외모

관리는 그만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외모관

리는 삶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신체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용종사자들도 자신의 외모 관리 행동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용실 종사자들의 성격, 행동 등이 

경영성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고객과 종업원간의 상호접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접

점 종업원의 태 도와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와 만족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새로

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움과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의 하나가 미용관

련 분야로서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발전될 전망이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변화

되고 게다가 국내의 미용 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도 뷰티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향후 잠재 성장력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용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신체이미지가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용종사자들이 개인의 서비스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나아가 현 시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어떻게 하

면 미용 산업과 접목되어 동시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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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용 종사자의 자아존중감, 서비스지향성, 직무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

로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베리멕스 사용), 신뢰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서비스지향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제공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타인의 시선의식, 외모관련소비패턴 요인이 유의미

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 시선의식, 외모관련소비패턴 변수가 서비스제공 요

인을 예측하는데 14.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인의시선의

식(β=.257), 외모관련소비패턴(β=.214)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타인의 시선의식, 외모관련소비패턴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제공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
비스지향성의 서비스리더십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타인의 시선의식, 자기관리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 시선의식, 자기관리 변수가 서비스리더십 요인을 예측하는데 

9.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인의시선의식(β=.243), 자기

관리(β=.149)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시선의석, 
자기관리가 높아질수록 서비스리더십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직적합성 요

인은 신체이미지의 타인의 시선의식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 

Table 1. The effect of communication style on customer confidence

Dependent variable
(Service orientation)

independent variable
(body image)

modulus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Service provided

(constant) 2.351 .163 　 14.422*** .000
Another person's 

sense of others' eyes .213 .041 .257 5.136*** .000

Appearance 
management 

consumption pattern
.160 .037 .214 4.284*** .000

Adjusted  R² = .148 F = 35.422 p = .000***

Service leadership

(constant) 2.859 .159 　 18.035*** .000
Another person's 

sense of others' eyes .189 .038 .243 4.930*** .000

self-discipline .090 .030 .149 3.014** .003
Adjusted R² = .094 F = 21.430 p = .000***

Suitability for 
service

(constant) 2.770 .143 　 19.415*** .000
Another person's 

sense of others' eyes .317 .037 .399 8.644*** .000

Adjusted R² = .157 F = 74.726 p = .000***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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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he body image of beauty workers on service orientation.Ⅳ. 

시선의식 변수가 서비스직적합성 요인을 예측하는데 1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인의시선의식(β=.399)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타인의 시선의식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직적합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결론

미용종사자의 신체이미지가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이미지의 타당성 및 신

뢰도, 서비스지향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분석해 보았다.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리더십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타인의 시선의식, 자기관리 요인이 유의미하게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 시선의식, 자기관리 변수가 서비스리더십 요인을 예측

하는데 9.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인의 시선의식(β
=.243), 자기관리(β=.149)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시선의식, 자기관리가 높아질수록 서비스리더십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지향성의 서비스직

적합성 요인은 신체이미지의 타인의 시선의식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타인의 시선의식 변수가 서비스직적합성 요인을 예측하는데 1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타인의 시선의식(β=.399)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시선의석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직적합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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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Custom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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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타인과 함께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없다면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Na, et 
al, 2020). 특히, 장시간 동안 사람과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서비스업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으

로 교류와 공감, 대화에서 생기는 배려 및 신뢰 등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

고 있다(Han & Jin, 2018). 커뮤니케이션은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고, 고객만족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이용의도 및 구전에도 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eo & Kim, 2012)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후에는 결과적 요인인 고객행동 의도의 재 구매의 의도 추천 의도 

등이 나타나며(Parasuraman, Grewal & Voss, 2002), 이러한 고객행동 의도는 기업의 발전 및 유지, 잠재 

고객의 고객화, 이윤추구는 물론 기존 고객의 재방문과 이를 통한 구전효과, 신규 고객유치 등으로 이어

지는 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요소로 볼 수 있다(Yoon, 2020).
현재 미용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와의 관련성에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

라서 본 논문은 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행동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자료 수집방

법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총 41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응용 및 인용하여 연구자가 일부 재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명명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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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사용하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행동 의도의 구성내용으로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또한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 고객행동 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

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감정이입’, ‘사회적 긴장완

화’, ‘행동적 융통성’, ‘상호작용 관리’의 네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고객행동 의도는 ‘재방문 의도’, ‘구
전 의도’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의 신뢰성 검증결과 신뢰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mmunication capability

communication capability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Common

alityEmpathy
Relieving 

social 
tension

Behavioral 
flexibility

Interaction 
management

My hair designer in charge knows well how I feel. .816 .285 .252 .152 .833
My hair designer understands my position well. .794 .258 .317 .205 .840
My hair designer respects my feelings. .776 .258 .224 .247 .780
My hair designer in charge expresses to me that 
she understands me. .713 .228 .282 .250 .701

My hair designer is not afraid to talk to an 
authoritative person. .284 .792 .137 .247 .787

My hair designer enjoys talking to new people. .172 .742 .275 .312 .753
My hair designer uses exclamations and gestures 
well. .298 .719 .398 -.030 .765

My hair designer is good at adapting to new 
situations. .375 .625 .204 .390 .726

My hair designer in charge understands my 
requirements at each time. .321 .211 .794 .185 .812

My hair designer tends to talk comfortably. .245 .290 .758 .257 .785
My hair designer treats me closely. .330 .262 .584 .350 .717
My hair designer is flexible. .339 .387 .546 .358 .691
The conversation with my hair designer is smooth. .305 .360 .334 .712 .841
My hair designer understands the conversation well. .395 .254 .398 .682 .845
Eigenstates 3.457 2.893 2.703 1.823
Predictable Variable(%) 24.694 20.666 19.308 13.019
Cumulative variable(%) 24.694 45.360 64.668 77.687
Reliability coefficient(Cronbach's α) .909 .868 .883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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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ustomer behavior intention

customer behavior intention

Factor1 Factor2

Commonalityrevisit
 intention

word-of-
mouth

intention
I will use the hair salon I am currently attending again. .834 .351 .818
Even if someone else recommends another hair salon, I will continue 
to use it. .834 .376 .836

Overall, I am satisfied with the beauty salon I am currently attending. .808 .334 .841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the salon I currently go to, even 
if there is a change in price. .711 .378 .734

I am willing to leave a positive review of the hair salon. .308 .846 .811
If someone else asks for advice on a hairdresser, I will actively 
recommend my hairdresser without worrying. .325 .803 .825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services I received to my family or 
acquaintances. .389 .795 .870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hair salon I currently go to to to 
my family or acquaintances. .390 .688 .822

Eigenstates 3.410 3.147
Predictable Variable(%) 42.626 39.335
Cumulative variable(%) 42.626 81.961
Reliability coefficient(Cronbach's α) .917 .927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함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지, 고객행동 의도은 2가지의 하위요인이 나타났으며, 빈도분

석 결과는 성별은 남자, 연령은 20대, 결혼여부는 미혼, 직업은 학생,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문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Na, J. H. et al. (2020). Effect of in the Work of a Beauty Career on Self-Effect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6 (4), pp.726-732

Han, J. E., & Jin, Y. M. (2018). Effects of the empathy and Communication of Hairdressers on 
Satisfaction and Revis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4 (6), pp.1123-1130

Seo, S. O., & Kim, Y, Z. (2012).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Customer Satisfaction andReuse 



82 2021년 12월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Intention in Beaut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8 (3), pp.632-642
Parasuraman, A., Grewal, D., & Voss, G. B (2002). The Influence of Multi StoreEnvironment Cues on 

Perceived Merchandise Value and Patronage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66(2). pp.120-141
Yoon, S. h. (2020). The Effect of Servicescape and Aesthetic Labor on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and the MediatingEffect of Emotional Response among Esthetic ShopCustomer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Seoul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83

P-15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이 소비자지식, 브랜드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eauty Influencer Characteristics on Consumer Knowledge and Brand 
Conversion Behavior

이효숙*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학생

Hyo-suk Lee*

Student, Dept.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I. 서론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로 소비자 간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

순히 유명 연예인의 광고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서로 제품 사용 후기를 공유하며 지식을 쌓은 

후에 구매를 결정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며 소비자와 소통하는 인플루언서는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며 소비자에게 간접체험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라는 인식 없이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브랜드 전환행동을 유도한다(전일구. 2019, 나윤빈.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이 소비자지식, 브랜드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현명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며, 기업이 뷰티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SNS상에서 뷰티 인플루언서의 헤어미용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집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소비자지식은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이 브랜드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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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

성 248명(49.6%), 여성 252명(50.4%)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125명(25.0%), 30대 125명(25.0%), 40
대 125명(25.0%), 50대 이상 125명(25.0%)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31명(6.2%), 
100-200만원 미만 40명(8.0%), 200-300만원 미만 79명(15.8%), 300-400만원 미만 102명(20.4%), 400-500
만원 미만 96명(19.2%), 500만원 이상 152명(30.4%)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의 차원

1)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의 차원

뷰티 인플루언서를 측정하기 위해 차원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어 요인 

1(28.515%)은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헤어 미용 정보의 최신성, 유용성, 전문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전문성', 요인2(26.209%)는 뷰티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감과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신뢰성으로 명명하였다.

2) 소비자지식의 차원

소비자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차원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고, 요인

1(59.757%)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헤어 미용에 관한 지식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소비자지식'으로 명

명하였다.

3) 브랜드 전환행동의 차원

브랜드 전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차원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고, 요인

1(59.885%)은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전환하고 싶은 의

도와 전환했던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브랜드 전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3. 연구가설

연구가설1) 소비자지식은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이 브랜드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과 브랜드 전환행동의 관계에서 소비자지식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의 하위요인별 전문성과 신뢰성은 1단계에서 매개

변수인 소비자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고

(p<.001), 2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의 하위요인별 전문성, 신뢰성은 종

속변수인 브랜드 전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을 충족하였다

(p<.000).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전문성, 신뢰성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에 비해 감소

하였고, 매개변수인 소비자지식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비자지식은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의 하위요인인 

전문성, 신뢰성과 브랜드 전환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85

전준일(2007)은 인터넷 쇼핑몰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쇼핑몰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와 깊은 신뢰를 형성한다면, 소개하는 

제품의 독특함과 차별화를 내세워 제품을 추천하였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기존의 사용하는 브

랜드를 전환하여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의미가 아닌 제품과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김영란(2019)은 인플루언서에 신뢰성이 높을 때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지각하는 정보신뢰성

이 높아지며 브랜드 전환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헤어미

용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로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하고 간접

체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춘 유용한 정보만 선별하여 관심이 있던 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기존의 사용하던 브랜드를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The mediated effect of consumer knowled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influencer 
characteristics and brand conversion behavior

Independence Step β t R²

Expertise

Step 1 .89 4.298*** .034
Step 2 .410 10.028*** .166

Step 3(independence) .317 8.961***

.397
Step 3(mediation) .490 13.84***

Reliability

Step 1 .160 3.617*** .024
Step 2 .200 4.554*** .038

Step 3(independence) .115 3.056**

.313
Step 3(mediation .532 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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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소비자지식은 뷰티 인플루언서 특성이 브랜드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헤어미용의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에 우선하여 다

양한 제품을 사용한 시술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유발될 수 있으며, 시각성을 강조하는 뷰티 콘텐츠의 전

문성을 높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뷰티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와의 친

함을 유지하면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인 콘텐츠로 헤어 미용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브랜드 전

환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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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경제는 2001년 WTO에 가입부터 전면적으로 발전되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 문화 활동, 레저 활동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

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동동, 2008). Zion Market Research (2017)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는 2018년 1770억 달러, 2021년 21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1].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중년으로 접어들서 노화과정을 지

연 하는데 관심이 증대되고 발달된 과학기술로 우리몸의 노화과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

다(강순애, 2013). 
안티에이징(anti-aging)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주요 사망 질환의 생김을 지연하는 방법을 말하며, 다

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노화 방지' 또는 '항노화'의 뜻을 갖는다(김미영, 2013).
피부 안티에이징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조서진(2017)의《중년여성들의 항 노화 관리실태 및 외모 만

족도 연구》, 강순애(2013)의《성인 남성 안티에이징 시술과 남성 전문 피부과 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 》등, 
미용성형, 쁘띠시술 등 특정 프로그램이거나 특정 연령, 직업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이

다. 이에 대상범위를 확대한 안티에이징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

로 피부 안티에이징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피부지식, 환경노화관계, 안티에이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효과적 노화방지에 도

움이 줄 수 있다. 이에 중국 절강성 성인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인식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라 그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절강성 성인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인식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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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며, 중국 절강성에 거주하고 안티에이징 관리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

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36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불응답한 문항이 

있는 설문지 27부를 제외하고 30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안티에이

징 인식의 하위요인으로는 피부상태 인식, 환경노화관계 인식, 피부지식으로 14문항, 안티에이징 관리 인

식의 하위요인으로는 관리효과 인식, 관리신뢰성 인식, 관리전문성 인식으로 13문항과 안티에이징 관리 

만족도가 하위요인으로는 관리효과 만족, 관리방법 만족, 재이용으로 16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5점 리커

트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변수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티에이징에 대

한 주관적 안티에이징 인식 6문항, 안티에이징 관리 실태 3문항과 일반적 특성은 5문항은 명목척도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 Ver.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여러 요인들과의 차이검증 

및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Sortation Frequency(N) Percent(%)

Age

20s 75 24.3
30s 126 40.8
40s 91 29.4

50s and older 17 5.5

Married
Single 65 21.0

Married 244 79.0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41 13.3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79 25.6

Graduation from college 153 49.5
Graduate school or above 36 11.7

Occupation

Student 27 8.7
Housewife 37 12.0
Office job 86 27.8

Public officer 42 13.6
Professional job 47 15.2

Sales position (including service position) 62 20.1
Businessman 8 2.6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99 32.0
Less than 1 to 2 million won 101 32.7
Less than 2 to 3 million won 70 22.7
Less than 3 to 4 million won 22 7.1

More than 4 million won 17 5.5
the entire 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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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티에이징 인식이 안티에이징 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은 분석결과 연령은 30대 126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은 여성 244명(7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53명(4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사무직 86명
(2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101명(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티에이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 등 일반적 특성이 안티에이징 인식과 하위요인별 피부상태 인식, 환경노화관계 인식, 피부지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IV. 결론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20대나 30대, 50대 이상의 경우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티에이징 인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여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티에이징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티에이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따라서는 판매 영업직(서비스직 포함)의 경우 상대적으

로 안티에이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이나 100-2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나 300-400만원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티에이징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피부상태 인식이 연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노화관

계 인식의 정도가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에 상관있고 피부지식이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월 

소득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 노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대부터 피부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관리 

연령이 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인식의 분석 결과는 판매직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필요한 직업이 상대적으로 피부 안티에이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올바른 안티에이징 지식과 방법들을 전파하는 폭넓은 마케팅과 더욱 넓은 연령층에게 적

용한 안티에이징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안티에이징의 주요 소비층을 더욱 넓은 연령층

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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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상승을 위한 메이크업과 이어링의 색채 조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Color Harmonization between Makeup and Earring for enhancing Images

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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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진출과 미디어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현대여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미적 고정관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모관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선우·이유리, 2012). 외모 향상을 위한 방법 중 메이크업은 이미지를 변화

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인상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박은아, 2003). 또 하나의 외모관리 행동에 있어 패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토털 패션의 개념에서 메이크업을 비롯하여 헤어스타일링, 의복, 구두, 액세

서리 등 모등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김지영, 2002). 그 중 이어링은 얼굴 근처

에 착용하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명희·송원영, 2011). 이에 본 연구는 얼굴형별 이미지

에 따라 메이크업과 이어링의 색채 조화를 통해 이미지 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토털 스타일링에 활용하여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연출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성의 외모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표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II. 내용 및 방법

얼굴형별 이미지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입술과 볼 화장 색채를 선정하여 얼굴에 적용한 다음 색채 

조화를 이루는 이어링 색채를 톤 온 톤, 톤 인 톤, 악센트 배색을 이루도록 얼굴형별로 적용하였다. 
(Table 1) 자극물을 제작하여 전문가 평가 실시 후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미지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과 이어링의 색채 조화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얼굴 유형별로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악센트 배색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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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p and cheek makeup color and earrings color by image of face shape type

image lip makeup 
color

cheek makeup 
color

earrings color
tone-on-tone tone-in-tone accent-coordinated

Feminine and 
natural image

3.65RP
5.49/12.47

7.41RP
6.97/7.07

2.72RP
6.49/8.78

2.43YR
5.73/11.66

4.29B
6.05/8.15

Young and cute 
image

0.15YR
6.80/11.53

4.03R
7.43/7.16

2.08YR
7.53/3.22

3.54RP
6.73/8.92

7.89Y
9.22/11.40

Mature and fancy 
image

4.59R
4.54/11.38

2.27RP
6.35/11.09

5.24R
2.39/8.39

3.02RP
4.79/12.80

7.29P
8.10/3.45

Manly and 
elegant image

1.14YR
3.99/9.00

2.21YR
4.57/10.60

3.40YR
7.29/10.21

1.68GY
4.81/4.34

5R
0.00/0.00

image of face 
shape type Experiment photo

Oval face shape 
type with feminine 
and natural image

tone-on-tone tone-in-tone accent-coordinated

Round face shape 
type with young 
and cute image

tone-on-tone tone-in-tone accent-coordinated

Oblong face shape 
type with mature 
and fancy image 

tone-on-tone tone-in-tone accent-coordinated

Square face shape 
type with manly 

and elegant image
tone-on-tone tone-in-tone accent-coordinated

Fig. 1. Tone-on-tone, tone-in-tone or accent-coordinated color match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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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첫째, 이어링 착용 후 긴형 얼굴의 ‘성숙하고 화려한’ 이미지 상승효과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이어링 착용 후 계란형 얼굴의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상승효과, 둥근형 얼굴의 ‘어려보이

고 귀여운’ 이미지 상승효과, 사각형 얼굴의 ‘남성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 상승효과 순으로 평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란형 얼굴의 경우 톤 온 톤 배색의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톤 인 톤 배색, 악센트 배색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둥근형 얼굴의 경우 

톤 인 톤 배색의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악센트 배색, 톤 온 

톤 배색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긴형 얼굴의 경우 톤 온 톤 배색의 ‘성숙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는 톤 인 톤 배색, 악센트 배색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각형 얼굴의 경우 악센

트 배색의 ‘남성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얼굴형별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과 이어링 색채 조화를 통해 이미지 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결

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되었다.
첫째, 입술과 볼 화장만 했을 때보다 이어링을 착용했을 때 얼굴형별로 모두 이미지에 상승효과가 있었는

데 그중 이어링 착용 후 긴형 얼굴의 ‘성숙하고 화려한’ 이미지 상승효과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둘째, 
계란형 얼굴에 입술 색채, 볼 색채, 이어링 색채를 ‘톤 온 톤’ 배색으로 적용했을 때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둥근형 얼굴에 입술 색채, 볼 색채, 이어링 색채를 

‘톤 인 톤’ 배색으로 적용했을 때 ‘어려보이고 귀여운’ 이미지가 가장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긴형 얼굴에 입술 색채, 볼 색채, 이어링 색채를 ‘톤 온 톤’ 배색으로 적용했을 때 ‘성숙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각형 얼굴에 입술 색채, 볼 색채, 이어링 색채를 

‘악센트’ 배색으로 적용했을 때 ‘남성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메이크업과 함께 이어링의 색채를 배색의 효과를 이용한 조화를 고려하여 토털 스타일

링에 활용했을 때 얼굴형별로 이미지 상승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추세가 토털 스타일링 방법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연출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외모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표현에 활용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Sunwoo Kim, Yuri Lee. (2012). What is Beauty?-The Aesthetic Cognition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23(2), 351-382



한국미용학회 제56회 동계학술대회 93

Jiyoung Kim. (2002). A study on Total Fashion of Korean Women.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Euna Bak. (2003) Psychosocial Meaning of Make-up.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e, 4(2), 105-127

Myounghee Lee, Wonyoung Song. (2011). The Effect of Eyeglasses, Earring, Hair Length, and Clothing 
Color on Impression Formation of Women in Her 20s-Focused on the Evalu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19(6), 1221-1235



94 2021년 12월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P-18

눈썹 형태와 추구이미지의 인식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Eyebrow shape and Perception of Desirab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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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남성에게 이미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나 갖고 싶은 이미지의 

추구를 통하여 자신의 품성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20∼30대 남학생이나 직장남성의 경우 타인

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모와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최현경, 2019). 이러한 사

회적 현상은 중국도 다르지 않다. 현재 중국 남성들 사이에도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외모와 이

미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화장품의 주요 구매층이었던 여성 소비자에서 남성 소비자의 구매 잠재

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개인의 외모관리와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20∼30
대 남성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눈썹 형태와 추구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론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추구이미지에 따라 인상 형성에 주요 

변인이 되는 눈썹 형태를 표현하는데 활용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국 남

성들에게 이미지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한국과 중국 남성의 일반적 특성, 선호하는 눈썹 형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알아본다.
연구방법은 한국 남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비대면 기입식 설문 방법으로 설문조사 기관 ㈜데이터 스프

링을 통해서 2021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14일 동안 20∼30대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중국 남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비대면 기입식 설문 방법으로 ‘问卷星’ 웹사이트(http://www.wjx.cn)
와 Wechat을 통해서 2021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11일 동안 20∼30대 31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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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 605부를 모두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여부, 애인유무, 직업, 최종학력 총 5문항으로 연구자가 구성

하였다.
선호하는 눈썹형태는 심하윤(2019), 신은경(2016), 김진경(2015)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표준형’, ‘아치형’, ‘상승형’, ‘일자형’, ‘각진형’ 총 5가지로 선정하였다.
추구하는 이미지는 서란숙(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과 연구자가 설계한 4문항을 추가하여 정

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정적인 이미지는 ‘세련된’, ‘자연스러운’, ‘품위 있는’, ‘지적

인’, ‘도시적인’, ‘부드러운’, ‘심플한’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동적인 이미지는 ‘개성 있는’, ‘귀여운’, ‘강인

한’, ‘발란한’, ‘남성적인’, ‘역동적인’, ‘화려한’, ‘카리스마’, ‘매혹적인’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선호하는 눈썹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추구이미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

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Hair et al, 2006),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ing tool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Desirable 
image

Static ‘Sophisticated’, ‘Natural’, ‘Elegant’, ‘Intellectual’, 
‘Urban’, ‘Gentle’, ‘Simple’ image 7 .847

Dynamic ‘Unique’, ‘Cute’, ‘Strong’, ‘Flamboyant’, ‘Manly’, 
‘Dynamic’, ‘Gorgeous’, ‘Charisma’, ‘Seductive’ Image 9 .874

All 16 .910

III. 결과 및 고찰

한국과 중국의 20∼30대 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연령’에 있어 

한국 남성은 응답자의 31.3%가 26∼30세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 남성은 38.9%가 20∼25세가 가장 많았

다. ‘결혼 유무’에 있어 한국 남성은 ‘미혼’자가 75.2%로 ‘기혼’자 24.8%에 비해 높은 반면, 중국 남성의 

‘미혼’자는 53.1%로 ‘기혼’자 46.9%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남성이 한국 남성에 비

해 일찍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혼’자 중에서 ‘애인의 유무’가 한국은 ‘없다’가 

60.2%, 중국은 53%로 위의 ‘결혼 유무’의 결과와 연관해 볼 때 미혼자가 한국 남성이 많기 때문에 애인

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에서 한국 남성은 응답자의 31.0%가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남성은 34.1%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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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이 가장 많아 직종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 학력’에 있어서도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은 한국 남성이 60.5%와 중국 남성이 45.0%로 모두 가

장 많았지만, ‘대학교 재학 및 졸업’ 다음 높은 응답은 15.6%인 ‘고등학교 졸업’인 반면 중국은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24.4%로 학력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20∼30대 남성의 선호하는 눈썹 형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한국 남

성의 60.5%, 중국 남성의 41.2%가 가장 선호하는 눈썹 형태는 ‘표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

형’ 눈썹은 얼굴형에 관계없이 가장 무난하게 어울리는 눈썹 형태(심하윤, 2019)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눈썹 형태는 한국은 ‘각진형’, 중국은 ‘일자형’으로 차이가 있었다. (Fig. 1)
한국과 중국의 20∼30대 남성의 추구하는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한국과 중국 남

성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3.88과 3.66의 수준으로 가장 추구하는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추구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는 한국과 중국 남성 모두 2.66수준으로 ‘귀여운’ 이미지였다. 
두 번째로 추구하는 이미지부터 하위권에 이르는 추구이미지를 비교해 볼 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 확

연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심플한’, ‘부드러운’, ‘세련된’, ‘도시적인’인 이미지를 많이 추구하는 반면, 중국 남성

들은 ‘남성적인’, ‘심플한’, ‘품위 있는’, ‘역동적인’, ‘강인한’,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한국 남성들

의 추구이미지에서 중·하위권에 차지하는 ‘품위 있는’, ‘남성적인’, ‘역동적인’, ‘강인한’ 이미지가 중국 

남성들에게는 상위권에 추구하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하위권을 차지한 ‘부드러운’ 이
미지가 한국 남성들에게는 상위권을 차지하여 추구 이미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 남성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단순한 배색, 무채색 스타일이고 깔끔한 

개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최현경, 2019; 
한희정, 2013)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중국 남성들은 용감하고 책임감 있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며 기대고 믿음을 받는 느낌을 좋아하는 편(第一财经, 2021)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Fig. 2)

Fig. 1. Comparision of preferred eyebrow shape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men 

Fig. 2. Comparision of desirable image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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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선호하는 눈썹 형태, 추구하는 이미

지를 알아보고, 양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국 남성들에게 이미지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설문 및 통계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하

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 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 ‘결혼 유무’에 있어 중국 남성의 기혼률이 더 높아 중국 

남성이 한국 남성에 비해 일찍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에 있어 한국 남성은 ‘사무/
관리직’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남성은 ‘생산/관리직’이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에 있어 두 나라 모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인 반면 중국은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많아 중국이 한국보다 고학력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남성의 선호하는 눈썹 형태는 양국 모두 ‘표준형’ 눈썹으로 동일하였지만 한국 남성

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각진형’ 눈썹을 중국 남성들이 선호하여 사회적 성향을 고려할 때 중국 남성들

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과 중국 남성의 추구하는 이미지는 양국 모두 ‘자연스러운’ 이미지였고, 가장 추구하고 싶지 

않은 이미지도 ‘귀여운’으로 같았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심플한’, ‘부드러운’,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

지도 많이 추구하는 반면, 중국 남성들은 ‘남성적인’, ‘심플한’, ‘품위 있는’, ‘역동적인’, ‘강인한’ 이미지를 

추구하여 선호하는 눈썹 형태에서도 성향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다운 이미지를 

선호하여 남성적이고 강인한 이미지에 대한 추구가 더 높았다. 이러한 추구 이미지는 고학력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 중국의 사회적 이미지 추구에 있어서 ‘직업’보다 ‘학력’이 우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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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미용 산업의 개발과 관심 증대로 미용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기술의 발전뿐만아니라 학문

으로까지발전하여 꾸준히 미용학과가 개설되고 있다.(김정숙, 2011) 미용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 뿐 아니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다.(조재광, 2005) 신중하지 못한 전공 선택은 

부적응을 불러일으켜 자신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불안감, 불만족감 등의 부정적 사고를 갖

게 될 것이다.(이고은, 2017)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전공에 대한 성

취감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용전공자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30대 이상 미용전공자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법 설문지가 사용되

었다. 본 조사는 2021년 05월 28일부터 06월 30까지 실시되었고,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62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분석에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4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21부가 최종적으

로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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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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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가, 미용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기테크닉’, 미용 교

육자의 적절한 학력은‘전문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전공 선택 동기의 차원

전공 선택 동기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²=4204.632(df=120, Sig=.000), KMO값 0.856으로 나타났고, 공통성은 

0.55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요인을 명명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8.3%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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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3. 교육 만족의 차원

교육 만족 문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tlett
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²=4057.728(df=136, Sig=.000), KMO값 0.917으로 나타났고, 공통성은 0.615 이
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요인을명명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66.2%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

과,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a는0.760∼0.855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성향 만족이0.855, 교육환경 만족이0.834, 교과과정 만족이 0.807, 교육내용 만족

이 0.760으로 나타났다.

4.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

1) 전공 선택 동기가 교과과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1.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Model Coefficient(B) SE of coefficient
(SE B) β t p

major 
Selection 

Motivation

(Constant) .000 .047 　 .000 1.000
Personal vision .234 .047 .234 5.014 .000

Economic 
stability .182 .047 .182 3.895 .000

Popular 
information .074 .047 .074 1.594 .112

adj R² = 0.087        F = 14.284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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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 선택 동기가 교육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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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Coefficient(B) SE of coefficient
(SE B) β t p

major 
Selection 

Motivation

(Constant) .000 .047 　 .000 1.000
Personal vision .114 .048 .114 2.392 .017

Economic 
stability .197 .048 .197 4.148 .000

Popula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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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Coefficient(B) SE of coefficient
(SE B) β t p

major 
Selection 

Motivation

(Constant) .000 .048 　 .000 1.000
Personal 
vision .107 .048 .107 2.221 .027

Economic 
stability .099 .048 .099 2.059 .040

Popula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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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Coefficient(B) SE of coefficient
(SE B) β t p

major 
Selection 

Motivation

(Constant) .000 .045 　 .000 1.000
Personal vision .366 .045 .366 8.114 .000

Economic 
stability .118 .045 .118 2.619 .009

Popular 
information .055 .045 .055 1.218 .224

adj R² = 0.145        F = 27.724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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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용전공자의 전공선택동기는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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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자

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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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

과를 통하여 신중한 전공선택을 돕고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학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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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영화 <Suicide Squad>에 나타난 캐릭터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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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수어사이드 스쿼드>(Suicide Squad, 2016)는 마고 로비, 윌 스미스, 카라 델

라바인 등 주연의 액션영화로, 슈퍼히어로 유니버스 영화로는 최초로 2017년 아카데미 어워드 89회에서 

분장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영화 속에서 마고 로비와 카라 델라바인이 맡은 악녀와 마녀 캐릭터의 경우 

기존의 원작 만화의 캐릭터와 달리 제작진들의 창의적인 분장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주목을 받았다. 기존

의 이미지를 탈피한 색다른 개념의 창작 캐릭터가 창의력 있는 분장과 변형된 이미지로 등장하였다고 평

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화 속 악녀와 마녀 캐릭터에 관한 분장의 양상과 미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 악녀 및 마녀 이미지를 할러퀸(Harley Quinn)과 인챈트리스

(Enchantress)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분장의 특징과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캐

릭터 표현에 있어서의 이미지메이킹과 분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디자인 발상과 기초자료 제

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논문, 기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는 문헌연구와 해외 기사, 유튜브 등의 인터넷 자

료 연구를 병행한다. 사례연구로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 57장 중에서 클로즈

업된 대표적인 사진을 대상으로 해당 캐릭터 분장의 특징과 미학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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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영화 <Suicide Squad> 

이 영화는 DC코믹스의 동명 만화 ‘수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영화이다. 정
부가 특수기 사건을 전담하기 위하여 각자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수감되어있는 악당들을 소집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대표 참여 분장사는 크리스토퍼 알렌 넬슨(Christopher Allen Nelson)이
며 아카데미 어워즈의 분장상 이외에도 헤어, 메이크업 관련으로 총 3개 부분에서 수상, 4개 부분에 노미

네이트 되었다. 

2. 캐릭터 메이크업과 마녀 캐릭터

(1) 캐릭터 메이크업

캐릭터 메이크업의 목표는 배우가 극중 인물의 외적인 면을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중요한 극적 요소이

자 배우의 가장 필수적인 의사전달수단이다. 따라서 관객들에게 배우의 모습을 배역에 맞게 인물화하도

록 창조하여 배역의 성격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Han, 2015). 또한 캐릭터를 연구할 때 물리적인 

외모는 나이, 성품, 사회적 지위, 인종, 시대, 유전적인 요소, 건강에 따라 좌우된다(Penny, 2015).

(2) 악녀, 마녀 이미지와 캐릭터

중세의 마녀사냥 이래 마녀에 대한 이미지는 악마나 추한 노파같은 험악한 외모로 주인공을 위기나 죽

음으로 내모는 악역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

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의 경우 왕비가 추한 외모의 노파로 변장한 모습은 일반적

인 마녀를 떠올릴 때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며, <잠자는 숲속의 공주>(Sleeping Beauty, 1959), 영화 

<말레피센트>(Maleficent, 2014)의 마녀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 
2006), <크루엘라>(Cruella, 2021) 등의 악녀 이미지는 전형적으로 블랙 계열의 의상을 착용한 것으로 표

현된다. 메이크업에서는 굴곡이 강한 아이브로우, 치켜올리거나 강한 라인의 아이라인, 인위적인 피부표

현과 퍼플, 블루, 또는 그레이의 강한 아이섀도우, 브라이트 또는 딥 레드의 립 메이크업과 네일 메이크

업을 특징으로 한다(Lee, 2017).

III. 결과 및 고찰 

영화 속 캐릭터를 살펴보자면 할리퀸은 정신과 박사이자 의사였으나 조커와 사랑에 빠지면서 악녀인 

할리퀸의 모습과 성격으로 지내게 되는 캐릭터이다. 인챈트리스는 기존의 마녀 이미지와는 달리 영화 속

에서 평범한 인물인 준문에 기생하다가, 자아가 변경되고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마녀 캐릭터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할리퀸과 인챈트리스의 캐릭터 분장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고, 편의상 이를 

Harley Quinn1, 2, 3, Enchantress 1, 2, 3으로 구분하였다. Harley Quinn1의 할리퀸은 의사였을 때의 모습

으로 헤어는 등장 초기에 금발의 스트레이트 헤어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화 후반에서는 금발의 웨이브 

헤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아치형의 눈썹형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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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네일은 레드 컬러의 네일을 표현하였다. 코디는 정장과 의사용 가운을 입었으며 귀걸이, 목걸이, 안
경을 착용하였다. Harley Quinn2의 모습은 할리퀸의 모습으로 금발은 동일하나 핑크와 블루 컬러로 헤어 

끝부분에 포인트를 주었고 양갈래로 묶은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몸 전체 부분적으

로 글씨나 귀여운 문양의 타투를 새겨놓아 얼굴에는 하트 무늬와 다른 글자를 타투처럼 새겨 표현하였

다. 립 컬러는 레드 컬러, 아이 메이크업은 진한 레드와 블루 컬러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아이섀도를 볼

까지 이어서 그리기도 한다. 코디는 레드, 블루 컬러가 믹스된 핫팬츠에 티셔츠를 착용하며 피어싱,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Harley Quinn3의 모습은 수감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헤어는 동

일하나 거의 화장기 없는 모습이나 아주 소프트한 레드, 블루 스모키 메이크업과 핑크 립컬러로 표현된

다. 네일은 레드 컬러나 네일 스티커를 활용한 네일 디자인을 보여준다. 코디는 액세서리는 거의 착용하

지 않고 여러 종류의 죄수복을 입는다. 
다음은 인챈트리스의 모습이다. Enchantress1은 인챈트리스로 자아가 변경되었을 때의 기본적인 모습

으로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의 얼굴 분장 외에도 오리엔탈 스타일 문양의 블랙 바디 메이크업, 이마, 볼 

등에 타투 형태들이 표현되었다. 헤어스타일은 허리를 넘어가는 기장의 긴 검정 스트레이트 헤어로 초승

달 모양의 큰 헤어액세서리로 장식하고 비키니 형태의 복장을 착용하였다. 라운드 형의 검정 네일 디자

인과 반지, 팔찌 착용 외에 오렌지 컬러로 콘텍트 렌즈를 낀 듯한 특수효과를 연출하였다. Enchantress2
는 1과 동일한 형태에 얼굴과 몸을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표현하였다. 얼굴은 특수분장으로 보형물을 붙

인 뒤 블랙으로 메이크업하고, 죽음을 맞이한 후 준문이 그 얼굴을 뜯어내는 장면으로 연출되었으며 이 

때 눈은 특수효과를 활용하였다. Enchantress3은 이전의 분장에 비해 얼굴의 타투 없이 자연스러워진 갈

색 스모키 메이크업과 핑크색 립컬러로 표현되었다. 바디 메이크업과 착용한 비키니는 그린, 골드 컬러이

다. 렌즈, 의상, 소품 디자인의 경우 특수효과가 구현해낸 디지털 메이크업과 병행한 것이다.  

IV. 결론

할러퀸과 인챈트리스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추악하거나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던 악녀와 마녀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가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적 특성이 도출된 결과로는 초현

실성, 현실성, 유희성이 나타났다. 먼저 초현실성은 장소성, 일반적 통념, 합리적 사고를 초월한 불합리한 

조합이며(Kim, Y. J., & Gwak, T. G, 2012), ‘현실성’을 뜻하는 ‘리얼리즘(Realism)’은 사실주의, 현실주

의, 실제주의를 의미하며 객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특성을 말한다. 유희성이란 미학적 의미

에서 ‘놀이(play)’의 개념인데, 인간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에서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 

보통 ‘일’과는 대립되는 특성을 의미한다(Kim, Y. Y., & Lee, M. S, 2012). 
할리퀸의 분장과 미적 특성은 사실성, 유희성을 보여주었다. 의사 시절의 모습에서는 정적인 이미지의 

분장과 코디네이션으로 사회적인 지위를 반영하고 수감되었을 때는 다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죄수복

을 착용하여 사실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할리퀸의 모습에서는 유희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의 메이크업과 

타투, 네일이 표현되었다. 인챈트리스는 초현실성, 유희성의 미학을 표현하였다. 오리엔탈 문양의 바디 

메이크업, 타투, 장신구, 특수효과를 통한 바디 메이크업, 장신구, 코디네이션, 마녀의 눈빛을 구현하여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과장된 크기의 초승달 모양 헤어 악세사리를 이마에 부착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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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도 표현하였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타난 악녀 및 마녀 캐릭터는 기존의 악녀, 마녀 캐릭터와

는 다른 블론드 헤어, 보라, 파랑컬러 외에 다양한 스모키 메이크업, 타투와 네일, 다양한 코디네이션 등

을 시도한 점에서 구분되었다. 연구를 통하여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1인 2역을 위한 수단으로써 

분장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캐릭터 메이크업을 위하여 특수효과가 함께한 디지털 메이크업의 구

현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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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살롱의서비스 품질, 지각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of hair salons on pur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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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미용서비스 산업은 현대시대의 빠른 흐름에 발맞춰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용업이 발전할수

록 헤어살롱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헤어살롱이 증가하는 만큼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높이 성장하면서 ‘서비스 사회’ 
시대로 변화하였다.(Hong, 2011). 최근의 미용서비스 산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헤어살롱의 이용도 잦아지고 있으며, 고객들 또한 더 높은 서비스등 을요구하고 있다.(Kim, 
2012). 그로 인해 기존의 미용서비스 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관리, 경영관리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의 방향이다.(Suk, 2010). 최근 들어 미용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소비

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지만 서비스 및 서비스 접객시점에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미용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평소의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 관심분야, 소비자의 태도, 활동영역에 기반을 둔 미용 서비스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Kim.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살롱의 현황 및 소비자들의 헤어살롱 이용실태와 서비스품질 및 지각가치

의 개념을 미용서비스업에 적용하여 헤어살롱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품질이 거래신뢰와 고객의 구매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능

을 활발하게 향상시켜서 헤어살롱의 고객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각자의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전

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 헤어살롱의 바람직한 경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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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권에서 헤어살롱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있는 10대부터 40대 이

상 남녀를 대상으로 설정 하였으며, 헤어살롱의 서비스 품질, 지각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지로 통계를 내어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 되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

성을 빈도분석으로 알아본다.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는 주성분분석, 베리멕스을 

사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고, 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사후검증 Duncan test을 통

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학원 강사의 학력만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방법은 spss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71.8%, 남성28.2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30대 23.7%, 40대 이상 14.7%, 10대 4.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은 기혼 31.9%,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1.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서비스종사자

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학생 24.3%, 회사원 18.9%, 판매종사자 11.8%, 자영업 10.2%, 
기타 5.9%, 공무원 3.5%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 30.2%,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18.9%,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

만 8.8%, 500만 원 이상 3.7%,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2.9% 순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품질, 지각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비스 품질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품질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행동의 브랜드 추구성은 환경성/편리성이 유의미하게(p<.0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행동의 구매 지속성은 환경성/편리성, 신속성/친절성이 유의미하게(p<.001)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행동의 기분 전환성은 환경성/편리성, 신속성/친절성이 유의미하게(p<.01)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행동의 가격 고려성은 환경성/편리성, 신속성/친절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각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매행동의 브랜드 추구성은 지각가치가 유의미하게(p<.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구매행동의 구매 지속성은 지각가치가 유의미하게(p<.0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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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가치 (β=.441) 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의 기분 전환성은 지각가치가 유의미하게(p<.0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가치 β=.275 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의 가격 고려성은 지각가치가 유의미하게(p<.0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가치 β=.227 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Perceived Value

Dependent variable.
(Purchase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Service quality.)

The 
coefficient.(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Brand pursuit.

(Sangsu.) .000 .057 　 .000 1.000
Environmental/

convenient .227 .057 .227 4.006*** .000

Quickness/Kindness -.017 .057 -.017 -.293 .770
adj R² = .045        F = 8.068      p = .000 

Persistence of 
purchase.

(Sangsu.) .000 .050 　 .000 1.000
Environmental/

convenient .207 .050 .207 4.096*** .000

Quickness/Kindness .451 .050 .451 8.935*** .000
adj R² = .241        F = 48.307      p = .000 

Change of mood.

(Sangsu.) .000 .056 　 .000 1.000
Environmental/

convenient .236 .056 .236 4.230*** .000

Quickness/Kindness .156 .056 .156 2.802** .005
adj R² = .074        F = 12.873      p = .000 

Price consideration.

(Sangsu.) .000 .058 　 .000 1.000
Environmental/

convenient .100 .058 .100 1.739 .083

Quickness/Kindness .065 .058 .065 1.135 .257
adj R² = .008        F = 2.156      p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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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결론

서비스 품질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 2=1193.412(df=36, Sig=.000), KMO값 0.883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36이상으

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환경성/편리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18∼0.82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034, 

분산설명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신속성/친절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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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763, 분산설명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4.4%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

가치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 2=2741.318(df=105, Sig=.000), KMO값 0.936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58이상, 전체 설

명력은 54.5%로 나타났다.
직무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861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매행동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네 개의 요

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 2=1329.241(df=91, Sig=.000), KMO값 0.769로 나타

났으며, 공통성은 0.440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브랜드 추구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81∼0.84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741, 분산설명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구매 

지속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549∼0.827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314, 분산설명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기분 전환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49∼0.824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005, 분산설명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은 ‘가격 고려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594∼
0.854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916, 분산설명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4.1%이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살롱의 현황 및 소비자들의 헤어살

롱 이용실태와 서비스품질 및 지각가치의 개념을 미용서비스업에 적용하여 헤어살롱의 고객에 대한 서

비스품질이 거래신뢰와 고객의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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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일부지역 여대생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구매 횟수에

따른 구매 실태

Status of purchases by female college students in some areas based on the number 
of cosmetics purchases made at online shopping malls

신채원*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Shin chae won*

Department of Beauty Sciences, General Graduate School, Gwangju Women's University

I. 서론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의 특성 및 가격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쇼핑시간 절약, 시장 접근의 수월성 및 개방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

일 및 트랜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갖춘 

유통 경로이며, 바쁜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 및 구매방식에 적합한 유통 경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하고 있다. 화장품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직접 사용해 보고 선택하는 상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온

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활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젊은 소비계층은 저렴한 가격과 제품 정보 수집의 수월

성, 제품들 간의 비교가 쉬워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
  여대생들의 화장품 구매 방법은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대생들은 실제 

온라인을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높은 소비 집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주요 소비계층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화장품 

구매 횟수에 따른 구매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요 소비계층인 여대생들의 구매실태를 조

사하여 화장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여대생의 온라인 쇼핑몰 내 화장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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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은 SRS(Simple 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된 학생들 중 설문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조사도구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구성은 이호연

(2005), 김보경(2008), 이현영(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

품 구매 결정 시 중요 요인 및 영향 요인, 구매 횟수, 화장품 구매 이유, 구매 제품, 선호 사이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 18.0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구매 결정 시 중요 및 영향 요인은 

빈도 분석을 하였고, 구매 횟수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실태, 구매 결정의 중요 및 영향 요인에 미치는 관련

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구매 결정 시 중요 요인은 상품평 후기, 상품 정보, 가격,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고 영향 요인은 가격, 
상품평 후기, 상품 정보, 서비스 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횟수에 따른 화장품 구매 이유, 구매 제품, 선호 사이트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구매 결

정 시 중요 및 영향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회 구매하는 경우, 쇼핑시간절약, 쇼핑편의성, 저렴한 가격, 제품의 신뢰성, 

제품구입 편리성의 구매 이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각종이벤트헤택, 구매후기정보는 5회 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구매 제품의 차이는 1-4회 구매하는 경우 기초, 색조제품에서 5회 이상은 두발 제

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 사이트는 1-회 구매하는 경우가 국내, 해외, 전문홈쇼핑에서 모두 유

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부지역 여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구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구매이유, 구매제품, 선호사이트의 요인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에서 여대생들의 구매 횟수에 따른 화장품 구매 실태, 구매 결정의 중

요, 영향에 미치는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매 횟수에 따른 화장품 구매 이유, 구매 제

품, 선호 사이트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매 결정의 중요 요인은 상품평 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 정보, 가격, 브랜드 순이었다. 영

향 효인은 가격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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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영향 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구매 

횟수에 따라 구매 이유, 구매 제품, 선호 사이트의 차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판매 전략, 정보 제공 방법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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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영화는 해외 영화제에서의 수상과 함께 예술성과 작품성

을 인정받고 있다. 그 중 2003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였다. <올드보이>의 관객 수는 약 32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재개봉한 2013
년에는 관객 수 약 30만 명을 돌파하여 흥행은 물론 비평까지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한국영화진

흥위원회, 2003). 본 연구는 한국 영화로서 전 세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영화 <올드보이> 속 주요 인물 

3명의 감정선과 세월의 흐름을 표현한 외적 요소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 <올드보이>를 선정한 이유는 작품 속 캐릭터의 특징이 뚜렷하여 외적요소를 분석하였을 때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캐릭터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길윤홍, 김문석(2017) ‘아가씨’의 색채연구, 방혜련, 오인영(2012)의 ‘하얀거탑’, ‘베토

벤 바이러스’ 속 캐릭터별 스타일 요소 분석, 황지은(2012)의 ‘친절한 금자씨’의 얼굴 이미지 연구 등이 

있지만 영화 <올드보이> 캐릭터의 외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 

<올드보이> 주요 캐릭터에 나타나는 외적요소 분석을 통하여 영화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하기 위

함이며 캐릭터 연출의 완성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으로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영화 ‘올드보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연 오대수 역

의 최민식 배우, 이우진 역의 유지태 배우, 미도 역의 강혜정 배우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캐릭

터별로 영화 초반, 중반, 후반 흐름에 따라 영화 장면 중에 눈에 띄게 극 중 캐릭터의 심리상태가 강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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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난 장면을 추출한 후 인터넷 자료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영화 <올드보이>에 나타난 외적 

요소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I. 캐릭터 외적 요소 분석

1. 오대수 역(배우: 최민식)

초반 오대수 모습은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짙은 남색의 정장으로 오대수가 중년의 평범한 회사원임이 

나타난다. 사설 감옥에 감금된 이후 생기 없고 거칠어진 피부, 누런 치아, 수염, 엉킨 머리카락, 목이 늘

어난 티셔츠는 세월의 흐름을 분장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갇혀있던 15년의 세월만큼 새긴 

문신 분장과 체력단련으로 인해 손상된 손뼈 분장은 초반에 평범했던 회사원의 모습이 아닌 결의를 다지

는 내면이 표현되었다. 영화 후반 오대수는 초반에 나온 코피와는 달리 좀 더 짙은 색의 피 분장과 확연

히 눈에 띄는 멍 분장과 상승형 선글라스, 붉은 계열의 셔츠를 통해 날카롭고 공격적인 이미지로 바뀐 

오대수로 나타난다. 영화 후반 오대수는 미도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된 후 상실감과 우울함, 슬픔을 창

백한 피부표현과 다크서클이 짙은 눈가, 건조한 입술로 표현되었으며 검정색인 그의 머리에는 눈이 내려 

회색빛이 돌아 공격적이었던 성향을 모두 잃은 내면의 변화가 나타난다.

Table 1.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of Oh Dae Soo

Character Oh Dae Soo Makeup HairStyle Clothes

In the 
beginning

Rough skin, 
wound 

Makeup

Dark brown 
curly short 

hair

Navy suit, 
white shirt, 

necktie

Mid-
term

Rough skin, 
beard 

Makeup, 
tattoos

Foil perm's 
frizzy texture

Black suit, 
raised 

sunglasses

the latter 
half

Pale skin, 
beard 

Makeup, dry 
lips

Gray foil 
perm Purple shirt

2. 이우진 역(배우: 유지태)

이우진은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에 윤기가 흐르는 피부와 정돈된 눈썹

으로 윤택한 가정에서 자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돈된 올백 검정색 머리의 헤어스타일은 이우진의 완

벽주의 성격을 나타내주었다. 처음 오대수를 만난 장면에서 그는 검정색 바지에 붉은 계열의 셔츠를 입

고 벙거지를 쓴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의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내면과 대비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후반부 이우진은 검정색 정장과 흰색 셔츠를 착용하는데, 오대수와 달리 넥타이핀, 커프스링 등의 장신구

를 사용하여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능력과 이우진의 완벽주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우진의 자살 장면에서 

피 분장과 헝클어진 머리는 그의 허망한 심리상태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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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of Lee Woo Jin

Character Lee Woo Jin Makeup HairStyle Clothes

In the 
beginning

Smooth 
skin Short hair Checkered 

shirt

Mid-
term Dry skin

Black, 
all-back 

Hair
blue coat

the latter 
half

Scar 
Makeup, 
wound 

Makeup

all-back 
Hair

suit, tie 
pin, cuffs 

ring

3. 미도 역(배우: 강혜정)

미도는 횟집에서 일하는 보조요리사로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상승형으로 그린 눈썹, 발그레한 볼, 빨
간 입술을 한 메이크업과 일본 의상은 성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위에 일본 전통 머리 모양 니혼가미에 변형을 준 가발을 이용한 올림머리로 일식집 직원이라는 정

보를 전달해 준다. 영화 중반에는 생기 없는 피부와 잡티, 눈물에 번진 듯한 아이 메이크업, 메마른 입술

로 우울함, 슬픔, 외로움을 느끼는 미도의 심리상태가 나타난다. 후반에는 일식집에서 근무할 때 했던 진

한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표현과 또렷한 눈매, 촉촉한 입술로 깨끗하고 맑은 아이 같은 이미지가 표현되

었다. 의상은 채도가 높은 빨간색으로 모자와 장갑 소품을 매치하여 아이 같은 순수한 이미지로 연출하

여 오대수를 사랑하는 어린 연인으로 되돌아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Table 3.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of Mi Do

Character Mi Do Makeup HairStyle Clothes

In the 
beginning

rising eyes, 
red lips

Nihonkami 
style 

up-Hair

Yutaka 
uniform

Mid-
term

Pale skin, 
black 

smoky 
Eye-Makeup

wave Hair
White 
angel 
wings

the latter 
half

Clean skin 
expression

short Hair 
wig

 beret,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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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시각 중심주의 문화 현상에 따른 대중매체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 영화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관객의 관심과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영화 <올드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을 예술적으로 승

화시킨 작품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기록한 국내 영화 ‘올드보이’에 

표현된 외적 요소 분석은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 <올드보이>를 선정하여 주요 캐릭터 3인의 외적 요소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 통하여 감독이 관객과 작품의 상호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함께 시간적 흐름, 캐릭터가 처한 상황과 환경, 내면의 심적 변화 등을 가시적

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영화에 나타난 캐릭터 외적 요소의 중요성에 관련한 연구가 앞으

로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캐릭터 연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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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용 분야는 산업 현장의 실무 능력이 중요시 되는 분야로서, NCS를 기반으로 한 교과 과정 개발과 

훈련 과정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NCS기반 교육 적절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NCS기

반 교육 적절성이 학생들의 중요한 학습효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징과 수업

의 질과 학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습 몰입(인지적몰입, 정의적몰입)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

어 학습 몰입과 학습 만족도의 영향 관계 연구를 통해 NCS 네일 미용을 배우는 학생들의 수업 질을 향

상시키고, 미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내용 및 방법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미용학원 수강생과 전문대학에서 NCS교육과정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151부 설문지를 수집하여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

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oblimin방식으로 분석

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여 검정하였고,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Macro를 활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수업의 질과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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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첫째,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수업내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ognitive immersion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cont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Predictor 
Variable 

Step 1 Model 
Learning Satisfaction 

Step 2 Model 
Cognitive Immersion 

Step 3 Model 
Learning Satisfaction 

B SE t B SE t B SE t
(Constant) 1.034(.194) 1.1778(.273) .5430(.204)

Class- content .718 .049 14.668*** .443 .069 6.442*** .596 .051 11.620***

Cognitive- 
Immersion .276 .054 5.083***  

둘째,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상호작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gnitive Engageme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Predictor
Variable 

Step 1 Model 
Learning Satisfaction 

Step 2 Model 
Cognitive Immersion 

Step 3 Model 
Learning Satisfaction 

B SE t B SE t B SE t
(Constant) .8802(.220) 1.6658(.299) .3854(.223)
Interaction .758 .056 13.595*** .472 .075 6256*** .618 .058 10.718***

Cognitive- 
Immersion .297 .056 5.301***

셋째, 매개변수인 인지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학습환경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gnitive immersion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viron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Predictor
Variable 

Step 1 Model 
Learning Satisfaction 

Step 2 Model 
Cognitive Immersion 

Step 3 Model 
Learning Satisfaction 

B SE t B SE t B SE t
(Constant) 1.5787(.210) 1.9534(.255) .9122(.226)
learning- 

Environment .588 .054 10.988*** .404 .065 6.208*** .450 .055 8.201***

Cognitive- 
Immersion .341 .062 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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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매개변수인 정의적 몰입이 예측변수인 수업내용과 준거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Affective immersion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Predictor
Variable 

Step 1 Model 
Learning Satisfaction 

Step 2 Model 
Affective Immersion 

Step 3 Model 
Learning Satisfaction 

B SE t B SE t B SE t
(Constant) 1.0340(.194) 1.8374(.240) -.0092(.165)

Class- Content .718 .049 14.668*** .504 .060 8.360*** .432 .043 10.128***

Affective- 
Immersion .568 .048 11.839***

IV. 결론

NCS기반 네일미용 수업의 질이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과 정의적 몰입 두 매개변수 모두 

수업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이 종속변수인 학습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수업의 

질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하위차원 모두 유의한 결과로 보아 수업의 질은 모두 영향요인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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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된 사항은 전항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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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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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5대 한국미용학회 임원 명단

▣ 명 예 고 문 김영희(동주대학교 미용계열교수, 퇴임)

김경순(순천청암대학교 피부미용과 교수, 퇴임)

▣ 고      문 김봉인(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과 교수, 퇴임)

김광옥(동주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퇴임)

조성태(광주보건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퇴임)

최경임(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교수, 퇴임)

곽형심(동원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교수)

이귀영(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교수)

강수경(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노영희(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교수)

류지원(충남도립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교수)

최영순(군장대학교 뷰티아트과)

▣ 회      장 유현주(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화장품과 교수)

▣ 수 석 부 회 장 한명숙(동주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 부  회  장 김해남(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교수)

▣ 총 무 이 사 신규옥(을지대학교 미용화장품과학과 교수)

▣ 재 무 이 사 장미라(목포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교수)

▣ 감  사 강근영(선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교수)

김경란(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 분 과 위 원 장

  ◈편 집 최에스더(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

  ◈헤 어 권오혁(한성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피    부 김은영(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교수)

  ◈메 이 크 업 ㆍ 네 일 김선형(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교수)

  ◈기 초 분 과 서수연(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

  ◈학    술 박은준(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기    획 김정희(대전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홍    보 이숙연(충청대학교 미용예술과 교수)

  ◈사    업 김희진(동주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산 학 협 력 고경숙(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교수)

  ◈대 외 협 력 표영희(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교수)

  ◈국    제 홍세원(동의과학대학교 미용계열 교수)

  ◈연 구 윤 리 이영미(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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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과 부 위 원 장

  ◈헤 어 유의경(동주대학교) 김종란(오산대학교)

  ◈피    부 오수연(영산대학교) 최성임(경인여자대학교)

  ◈메 이 크 업 ㆍ 네 일 문정은(정화예술대학교) 김예성(안산대학교)

  ◈기 초 과 학 이종민(상지대학교) 권미윤(경인여자대학교) 왕혜자(연암대학교)

  ◈학    술 임미혜(대전대학교) 정희영(계명문화대학교) 허정록(백석예술대학교)

  ◈국    제 김경숙(건양사이버대학교) 손지연(한국영상대학교) 장예선(제주관광대학교)

  ◈홍    보 김선영(연성대학교) 이인희(서경대학교) 조미영(동원대학교)

  ◈산 학 협 력 김미선(제주관광대학교) 이지영(전주비전대학교) 김선옥(구미대학교)

  ◈사    업 김  민(신안산대학교) 김계숙(연암대학교) 최은미(광주여자대학교)

  ◈연 구 윤 리 부애진(제주관광대학교) 서승희(동신대학교) 이효숙(전주비전대학교)

  ◈기    획 서은혜(건국대학교) 정은주(서영대학교) 현지원(연성대학교)

  ◈대 외 협 력 김태영(동의과학대학교) 신세영(서경대학교) 엄미선(장안대학교)

▣ 이 사

  ◈헤 어 강상모(건국대학교) 강주아(건국대학교) 강주희(신성대학교)

고경숙(원광대학교) 고성현(경인여자대학교) 곽형심(동원대학교)

교언림(건양대학교) 김 민(신안산대학교) 김경인(서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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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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경(동주대학교)

유현주(원광보건대학교) 윤복연(동서울대학교) 윤지성(대전보건대학교)

윤초희(건양대학교) 이근광(고구려대학교) 이부형(창원문성대학교)

이선화(동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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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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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정화예술대학교) 현지원(연성대학교) 홍보경(경일대학교)

홍정아(대구공업대학교) 황지영(정화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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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광주여자대학교) 김경미(경남정보대학교) 김계숙(연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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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장안대학교) 김주연(서경대학교) 김해남(마산대학교)

김희숙(가톨릭관동대학교) 김희진(동주대학교) 모정희(송원대학교)

박선애(서영대학교) 박정연(호남대학교) 박정원(송곡대학교)

박해련(김포대학교) 서승희(동신대학교) 소영진(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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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창신대학교) 원윤경(충청대학교) 윤미영(광주여자대학교)

윤정희(동원대학교) 이명희(송호대학교) 이성옥(대동대학교)

이승자(한라대학교) 이인희(서경대학교) 이정희(광주여자대학교)

이지안(서경대학교) 이승자(한라대학교) 임미혜(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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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님(동원대학교) 최경임(대구보건대학교) 최미옥(광주여자대학교)

최수기(서정대학교) 최영순(군장대학교) 최은영(한서대학교)

최정숙(경북도립대학교) 표영희(오산대학교) 한채정(영산대학교)

홍재기(인천재능대학교)

  ◈메 이 크 업 ㆍ 네 일 강근영(선린대학교) 강은주(동신대학교) 김경숙(건양사이버대학교)

김선영(연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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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미(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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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경(대전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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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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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옥(원광보건대학교) 이순덕(동덕여자대학교) 이지안(서경대학교)

임정미(한라대학교) 정희영(계명문화대학교) 조소은(한국영상대학교)

조용권(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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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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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