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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여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에 있는 미용업 사업체 25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12일부
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6.0 Program을 이용하였
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직업정체성 영역 중에서는 자율성, 

정서노동 영역 중에서는 감정표현의 다양성 및 표면행위가 우울에 23.6%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직업정체성은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중 감정표현의 빈도와 진심행위와는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표면행위와 우울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 중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표면행위는 우울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에 대한 중
재를 위해서 직업 정체성 확립에 대한 프로그램과 감정표현 증진과 표면행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descriptive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beauty business 
workers’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depression,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s for beauty business workers’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8 beauty business workers sampled from 25 beauty shop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2 to May 13, 2011. From the 
collected data were obtained real numbers, percentages, and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using the SPSS 16.0 Program.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beauty 
business workers’ depression. 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bjects’ depression, factors found to explain their depression were autonomy among the sub‐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the diversity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surface acting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and these factors explained 23.6% of their depression. The subjects’ professional identity was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deep acting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and in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urface acting and depression. The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diversity of emotional expressions which the sub factors of emotional labor were 
in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rface acting and depression. In 
order to relieve beauty business workers from their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should be education 
or programs for establishing beauty business workers’ professional identity and program for increasing of 
emotional expressions and decreasing of surface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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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서비스 산업은 고객중심과 고객만족의 전략으
로 기업경영과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
업 종사자들은 고객 제일주의 이념 하에서 자신의 본래
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 관리하도록 하는 정서노동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1]. 정서노동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객만족을 위해 직원들에게 감정표현 규범에 의해 자신
의 감정이나 느낌을 고객에게 연출[2]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정서노동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3-6], 직무만족
도 감소 [7-9], 우울과 소진[1,10-14], 이직의도 증가 
[8,15,16] 등의 영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 제공수준 향상
과 조직 기반 자긍심과 성취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17,18]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정서노동과 관련되
는 선행적 요인 및 결과적 요인들과 더불어 정서노동 관
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면에 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정서노동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호텔 종
사원[8,14,15], 항공사 승무원[7,19,20], 백화점 종사자
[3,21], 간호사[1,22-24]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
용업 관련 종사자[4,18]들의 정서노동 관련 연구는 부족
하였고, 연구도구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서노동의 주개념
인 표면행위와 진심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미용업의 경우 인적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 특성 상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노동 외
에 장시간 고객과의 대면 접촉과 상호작용으로 정서노동
에 노출되어 있다[25]. 

더욱이 최근의 미용 산업은 단순한 고객 접대와 기술
제공에서 진보하여 고객관리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
비스와 마케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4]. 또
한, 프랜차이즈 경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개인 종사
자의 이미지가 곧 기업의 이미지와 연결되므로 외모와 
복장, 행동, 언어와 상황별 고객 응대의 매뉴얼까지 교육 
통제하고 있어[26] 정서노동은 더욱 과중될 수 있는 상황
이다. 또한, 미용업 종사자의 정서노동과 관련된 국외 논
문에서도 신체적인 업무와 더불어 고객 만족의 이중 부
담과 관련하여 정서노동이 심각하다[27,28]고 보고하고 
있다. 

정서노동 관련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으로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
연맹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서비스직 노동자 3,096명 

대상으로 정서노동 후유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리 상
담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및 고도의 우울증 증
세가 있는 종사자들이 26.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29]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미용업 종사자 
역시 고객중심과 장기간 고객 대면으로 인한 과도한 스
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로 일부 
연구에서 가벼운 우울증 이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
이 29%정도임을 보고하고 있다[30].

한편, 고객만족 지향의 전문적 서비스 직종으로서의 
미용업은 관련 직업정체성이 중요한 요인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고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31]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업 관련 종사자의  직무만
족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직업정체성과 고객과
의 대면에서 필요시 되는 정서노동 및 정서노동과 관련
되는 우울의 상관관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미용관련 종사자의 우울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정
체성, 정서노동 및 우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은 
어느 정도인가? 

2) 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 사
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미용업 종사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
동,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일부 미용업 사업체 
25곳에 근무하는 대상자로 헤어, 피부 네일 등 관련 업무
에 종사하는 15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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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분류 빈도 백분률
연령 20-29 86 54.5

30-39 32 20.3

40-49 28 17.7

50세 이상 12 7.6

성별 남 10 6.3

여 148 93.7

결혼상태 미혼 100 63.3

기혼 58 36.7

종교 유 76 48.1

무 82 51.9

근무분야 헤어 100 63.3

피부 26 16.5

네일 12 7.6

메이크업 20 12.7

근무시간 8시간 미만 30 19.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6 41.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5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3 연구도구

2.3.1 직업정체성 

본 연구에서 직업정체성은 Hall(1968)과 Snizek(1972)
의 척도를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김재환[32]
의 직업정체성 측정도구를 미용업 종사에 맞게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 18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하위영역으로는 자율성, 서비스 신념, 소명의식, 전문
직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재환[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66~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
은.61~.82이었다. 

  

2.3.2 정서노동 

본 연구에서 정서노동은 Brotheridge와 Lee(1998)가 
개발하고 이복임[2]이 수정·보완한 정서노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 15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감정
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감정표현의 다양성, 
표면행위, 진심행위가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면행
위는 실제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 감
정을 조작하는 행위이며, 진심행위는 자기가 표현해야 하
는 감정을 실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애쓰는 행위이다. 
호텔, 백화점, 보험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복임
〔2〕의 연구에서는 .76~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3 ~ .86이었다.  

2.3.3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조맹제, 김계희〔33〕의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ces Depression Scale 
(CES-D)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0~3점까지
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3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서울시에 있는 헤어, 피부, 네일 등의 업
무를 하는 25곳의 관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 한 후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20~30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총 170부를 배부하여 부적합한 12부를 제외한 
158부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6.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고,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은 평균
과 표준변차를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변인들 간이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고,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은 20~29세가 54.5%, 30~39세가 20.3%를 나타내었다. 
성별은 남자가 6.3%, 여자가 93.7%로 대부분이 여성들이
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63.3%, 기혼 36.7%였으며, 종교는 
있다 48.1%, 없다 51.9%였다. 근무분야는 헤어 63.3%, 
피부 16.5%, 네일 7.6%, 메이크업 12.7% 였다. 근무시간
은 8시간~10시간이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
력은 5년 미만이 49.4%가 가장 많았다. 직위는 스텝이 
39.2%로 많았으며, 직장형태는 원장포함 5인 미만이 
46.8%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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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 1

X2
.83

(
***)

1

X3
.64

(***)

.42

(***)
1

X4
.83

(
***

)

.52

(
***

)

.37

(
***

)
1

X5
.75

(***)

.57

(***)

.36

(***)

.55

(***)
1

X6 .14 .04 .09 .12 .07 1

X7
.35

(
***)

.07
.30

(***)

.37

(***)

.27

(**)

.56

(***)
1

X8 -.08 -.14 .00 .01 .02 .13 -.01 1

X9 .10 .11 -.03 .06 .05
.55

(
***)

.24

(**)

-.38

(***)
1

X10
-.18

(*)
-.01 -.12

-.30

(
***)

-.13
.54

(
***)

-.08 -.06 .09 1

X11
.29

(***)
.09

-.20

(*)

.30

(***)
.14

.71

(***)

.43

(***)
.05 .17(

*) .19(*) 1

X12
-.48

(
***)

-.41

(***)

-.29

(***)

-.42

(***)

-.37

(***)
.00

-.25

(**)
.14

-.23

(**)

.30

(***)
-.01 1

X1= 직업정체성(전체), X2= 자율성, X3= 서비스신념 X4=소명의식, X5=전문직기반 , X6= 감정노동, X7= 감정표현의 빈도, X8= 감정표
현의 지속시간, X9= 감정표현의 다양성, X10= 표면행위, X11=진심행위, X12= 우울   
*p<.05, **p<.01 ***p<.001 

[표 3]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간의 상관관계 (N= 158)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44 27.8

12시간 이상 18 11.4

근무경력 5년 미만 78 49.4

5년 이상 -10년 미만 40 25.3

10년 이상 -15년 미만 26 16.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4 8.9

직위 원장 38 24.1

디자이너 및 실장 46 29.1

스텝 62 39.2

기타 12 7.6

직장형태 프랜차이즈 점포 20 12.7

원장 포함 5인 이상 점포 32 20.3

원장 포함 5인 미만 점포 74 46.8

기타 32 20.3

3.2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 정도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 정도는 표 2와 
같다. 전체 직업정체성은 3.62점이었으며, 전문적 기반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명의식 3.67점, 자율성 3.56점, 
서비스 신념은 3.50점이었다. 전체 정서노동은 3.47점이
었고 감정표현의 빈도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심행

위 3.64점, 감정표현의 다양성 3.56점, 표면행위 3.04점, 
감정표현의 지속시간이 3.03점이었다. 우울은 1.86점으로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직업정체성 3.62±5.45

 자율성 3.56±2.79

 서비스 신념 3.50±1.47

 소명의식 3.67±3.09

 전문적 기반 3.71±2.30

정서노동 3.47±2.79

 감정표현의 빈도 4.07±1.67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3.03±1.47

 감정표현의 다양성 3.56±2.23

 표면행위 3.04±2.21

 진심행위 3.64±1.74

우울  0.78±.39

[표 2]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정도 
       (N=158)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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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 우울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직업정체성은 정서노동의 하위영역 중 감정
표현의 빈도(r=.35,p<.001)와 진심행위(r=.29,p<.001)와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면행위
(r=-.18,p<.05), 우울(r=-.48,p<.001)과는 역상관관계를 보
였다. 각각의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서비스 신념
(r=.30,p<.001), 소명의식(r=.37,p<.001), 전문직 기반
(r=.27,p<.01)은 모두 정서노동의 빈도와 순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신념은 표면행위
(r=-.20,p<.05)와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은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 중 표면행위
(r=-.30,p<.001)와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진심행위
(r=.30,p<.001)와는 순관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직업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자율성(r=-.41,p<.001), 서
비스 신념(r=-.29), 소명의식(r=-.42,p<.001), 전문직 기반
(r=-.37,p<.001)은 모두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와 같다. 
우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442~.808, 분산팽창인자가 1.237~2.26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자율성(t=-2.11, p<.05), 감정표현의 다양성(t=-2.49, 
p<.05), 표면행위(t=2.86, p<.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우울에 대하여 23.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울  영향요인 (N= 158)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prssion

변수 B SE β t P

자율성 -.61 0.29 -.22 -2.11 <.05

감정표현의 다양성 -.66 0.26 -.19 -2.49 <.05

표면행위 .83 0.29 .23 2.87 <.01

                    Adj R2 = .236   F= 6.54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미용업 관련 종사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
동 및 우울의 관계와 우울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직업정체성 정도는 3.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최윤정[34]의 연구
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3.58점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자율성 3.56점, 서
비스 신념 3.50점, 소명의식 3.67점, 전문직 기반 3.71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윤정[34]의 연구에서 자율성 3.55
점, 서비스 신념 3.68점, 소명의식 3.66점, 전문직 기반 
3.41점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율성과 서명의식은 유
사하나 서비스 신념은 약간 낮으며, 전문직 기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업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미용업 종사자가 보다 전문적 직업이라는 정체
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 미용업이 단순 기술 제
공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어 가고 있어[4] 전문직 기반을 확보해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X1= 직업정체성(전체), X2= 자율성, X3= 서비스신념 
X4=소명의식, X5=전문직기반 , X6= 감정노동, X7= 감
정표현의 빈도, X8=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X9= 감정표현
의 다양성, X10= 표면행위, X11=진심행위, X12= 우울 
대상자의 정서노동은 전체 정서노동이 3.47점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이혜영[4]의 연구에서 미용업 종사자의 정
서노동이 3.15점과 차선경 외[35]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정서노동이 3.41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감정표현의 빈도 4.07점, 감정
표현의 지속시간, 3.03점, 감정표현의 다양성 3.56점, 표
면행위 3.04점, 진심행위 3.64점으로 간호사 대상의 차선
경 외[35]의 연구에서 감정표현의 빈도 3.90점, 감정표현
의 지속시간 3.24점, 감정표현의 다양성 3.47점, 표면행위 
2.92점, 진심행위 3.49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감정표현
의 지속시간을 제외한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다양
성, 표면행위 및 진심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용업 
종사자들이 주로 대면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장시간 지속되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 [25,36]함으로 인해 정
서노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자들의 정서
노동과 관련된 중재 방안이 실제적으로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우울은 0.78점이며, 전체 평균은 15.59점이
나, 일반적인 역학 연구의 우울 절단점수 21점 이상을 우
울증상자로 보는 기준 [10]에 의하면  21점 이상자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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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6.6%가 우울한 대상자로 나타났
다. 이는 허정애 [30]의 연구에서 미용종사자들의 가벼운 
우울 증상 이상이 29%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은행업 종사자의 우울증상 20%[10], 국내 근로자
들 우울 증상률 15.9%, 금융기관 및 보험 관련 업종의 우
울증상 14.5%[37]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용업 자체가 가지는 대인적 서비스와 관련
하여 과중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
한 부담감과 압박감, 분야별 전문화와 세분화에 따른 빠
른 변화와 적응에 대한 부담감 및 열악한 근무조건과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30]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우울에 대한 중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직업정체성과 정서노동 및 우울과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직업정체성은 정서노동의 하위영역 중 감
정표현의 빈도와 진심행위와는 순상관관계가 있고, 표면
행위, 우울과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직업정체성이 확고하고 높을수록 감정표현의 빈도와 
진심행위가 증가하고 표면행위와 우울은 감소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업정체성은 관련 
업무에서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
[31,38]하고 있는 바 관련 업무의 긍정적인 측면과 자신
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표면행위와 우울 감소와 관련
되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화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정서노동과 우울 중재와 연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직업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서비스 신념, 소명의식, 전
문직 기반은 모두 감정노동의 빈도와 순상관관계를 보이
고 소명의식은 진심행위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직업에 대한 서비스 시념과 소명의식 및 전
문직 기반이 정서노동의 감정표현의 빈도를 증진시키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고객에 대한 진심행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것으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인해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가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애쓰는 행위인 진심행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에도 긍정
적인 영향[39]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소명의식은 표면
행위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소명의식이 높
을수록 표면행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면행위(surface acting)는 자신이 속으로 어떻게 느끼는 
가에 상관없이 오직 표현을 바꾸는 데 초점[2]을 두는 것
으로 이는 거짓자아의 개념과 연결되어 개인에게 있어 
자신이 보이고 싶어 하는 감정을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
력하는 진심행위(deep acting)와는 감정적 부조화를 야기
할 수 있다. 감정부조화는 자신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억

누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노동을 행함에 따라 궁극적
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냉소, 소외, 우울증상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10]을 주므로 종사자들의 소명의식 증진
을 통해 표면행위의 적절한 중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표면행위를 적게 하고 진심행위를 많이 할수록 건
강[40]하므로 직업의 정체성 중 소명의식이 진심행위와 
표면행위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상자들에게 소명의식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신념은 감정노동의 진심행위와 
역상관간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신념
이 높을수록 진심행위가 감소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적인 생각은 서비스신념이 높을수록 진심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대상자들이 업
무에서 과도한 서비스 신념이나 압박은 오히려 진심행위
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해 진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
므로 적절한 서비스신념을 포함한 직업정체성 확립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업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자율성, 서비스 신념, 소명
의식, 전문직 기반은 모두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이는 김수연[11]의 연구에서 자율성이 우울과 역상관
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대상자들의 우울 발
생에 개인적 직업정체성이 관련되므로 우울의 예방적 측
면에서라도 직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기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 중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
의 다양성은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표면행위는 우
울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 
보험회사, 호텔 서비스 대상자들의 이복임[2]의 연구에서 
표면행위와 우울이 순상관관계를 보인것과 일치였다. 또
한, 콜센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Holman, Chissick, 
Totterdell[41]의 연구에서 감정적 부조화와 우울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과 도 유사하고, 내면으로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으로의 표현에 중점을 두는 표면행
위가 감정적 소진과 연결된다는 연구결과[40,42,43]와 유
사하였다. 그러나. 감정표현의 빈도와 다양성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였는데, 
이는 관련 대상자들의 직업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변수는 직업정체성 영역에서는 자율성이 그
리고 정서노동의 영역에서는 감정표현의 다양성과 표면
행위로 우울의 23.6%를 설명하였다. 우울은 현대인들에
게 있어 스트레스와 더불어 익숙하고 친숙한 질병의 하
나로 쉽게 간과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있어 부적응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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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고통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는 자살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병[44]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미용업 종사자의 우
울관련 다양한 선행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 특히, 고객중심을 강조하는 현대의 미용 산업의 
특징상 자신의 감정을 가장하는 표면행위에 대한 사업주 
및 기업체의 강조가 있는바 이는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
정을 표현하는 진심행위와의 감정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감정 부조화는 앞서 언급된 낮
은 자아존중감, 냉소, 소외, 우울증상 외에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저하시키고 이직의향을 증대시키는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45]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감
정부조화의 원인이 되는 표면행위 감소를 위한 중재안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 관련 업
무이므로 고객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종사자의 정신건강
도 주요한 부분이므로 정서노동과 우울 중재에 있어 인
간관계 증진과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프
로그램을 포함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가 일정 지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 
분야의 종사자가 주로 많아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 검정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과 
우울에 대한 관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여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 중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미용업 종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
귀 분석한 결과, 미용업 종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정체성 영역 중에서 자율성, 감정노동 영역 
중에서 감정표현의 다양성, 표면행위가 우울의 23.6%로 
설명하였다. 

또한, 미용업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은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중 감정표현의 빈도와 진심행위와는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표면행위와 우울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한,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 중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
의 다양성은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표면행위는 우
울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업 
종사자의 직업정체성이 높을수록 감정표현의 빈도와 진
심행위가 증가하고 표면행위와 우울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감정표현의 빈도와 다양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
소하며, 표면행위가 증가하면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미용업 종사자의 우울 
중재 및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감정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표면행위 감소를 위한 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은 전문직업의 독
립적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전문직관을 명확히 함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표현의 다양성과 표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감정표현의 장려와 더불어 건강한 의사소
통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용업 종사자의 우울 예방과 건
강한 직업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
이다. 

본 연구가 일정 지역의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
고 분야의 대상자로 주로 많아 보다 다양한 지역과 대다
수의 대상자와 분야별 차이에 대한 연구와 정서노동과 
우울과 관련된 다른 변인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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