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 20,  No. 4  pp.535~548, August 2012 http://dx.doi.org/10.7741/rjcc.2012.20.4.535

－ 535 －

†교신저자 E-mail : koreanedge2@hotmail.com  

A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chievement Motivation of 

Beauty Industry Professionals

Joo-A Kang and Young Ju Rhe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미  산업체 종사자의 성취동기 관련 인에 관한 질적 연구

강 주 아․이  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012. 5. 7. 접수일 : 2012. 6. 28. 수정완료일 : 2012. 8. 1.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beauty industry professional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7 hair professionals, 7 make-up professionals and 

7 skincare professional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recorded in their entirety, and the recorded content was 

transcribed and organized. Analysis of the transcribed data involved encoding, deconstructing and re-composing the 

interview content. Research results revealed 5 factors that were extracted to explain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beauty industry professionals. Four of the 5 factors were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cedent studies, but the 

remaining factor presented unique characteristics. The 4 common factors were “motive to pursue success”, “motive 

to avoid failure”, “motive to meet challenges” and “goal-oriented motive”. The factor discovered in this study was 

“relationship-oriented motiv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tendency to place importance in relationships with 

superiors, colleagues and customers based on the working characteristics of beauty industry professional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beauty industry professionals can learn about goals that must be met in various stage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 for accomplishing those goals, implement an emotional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balance, introduce a competitive team system, and carry out a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to increase work 

efficiency. 

Keywords: beauty industry professional(미용산업체 종사자), qualitative study(질적연구), achievement motivation 

(성취동기), in-depth interview(심층면접)

 

Ⅰ. Introduction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산업 발전에 따라 경제

적 풍요로움과 여가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미용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는 

현대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

기 위해 자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되면서 

질 높은 미용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미용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피

부관리, 네일, 두피관리 등으로 보다 전문화․세분

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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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한층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각 분야 전문

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크고 작은 목표를 세

운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동기란 욕

구, 가치, 태도, 흥미 등의 용어로 정의될 수 있으

며, 불안감, 통제소재, 위험부담도, 내적․외적 성

향, 인지적 유형과 통제에 접하게 관련되는 변인

이다(Jonnassen & Grebowski, 1993). 이 중 성취동

기는 목표성향적인 행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시키는 

동기라 할 수 있다(Schunk, 1989).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은 조직 안에서 상사, 동료, 

직원과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개

인의 능력에 따라 진급의 속도와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

려워하지 않고 추진하는 성취동기가 미용산업체 종

사자들의 업무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미용업무는 미용기술을 위주로 하는 업무

이며, 미용기술을 교육받는 데는 교육자와 피교육

자 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므

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용관련 업무는 개인이 단독

으로 처리하는 업무보다 두 명 이상이 팀을 이뤄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업무의 비중이 더 높아서 

상사, 동료, 직원과의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취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

취동기와 내적 흥미와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Jeong, 

2004; Tanaka & Yamaguchi, 2001), 자아개념, 자기

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및 미술학습 성취에 관한 연

구(Jeong, 200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취동

기와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Jang, 2000; Jang 

& Kim, 2000; Park & Lee, 2002) 등과 같이 주로 교

육 분야에서 학습․학업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

다. 미용분야에서 성취동기에 대해 진행된 연구로

는 Jang & Kang(2010)이 인지적 도제학습이 미용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연구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성취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교육, 학습 등과 연계되거나, 자기효능감이나 

목표성향과 같은 심리적 기제들과 연관되어 다루

어져 왔으며, 미용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취동기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현재 미용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미용

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성

취동기와 관련된 여러 동기 중 미용산업체 종사자

와 연관성이 높은 성취동기를 조사하여 분류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여러 성

취동기들을 연구하여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며, 직원 각각의 성취동기를 파악하여 관리함으

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미용산업체의 매

출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1. Beauty industry 

‘미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용모를 아름

답게 단장함’(Minjoong essence Korean dictionary, 

1992)을 뜻하며, ‘미용술’은 ‘얼굴․모발․피부․손

발톱․치아에 손질을 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

는 기술’(Minjoong essence Korean dictionary, 1992)

을 뜻한다. 미용과 관련된 사업영역은 도구나 기구,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 이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 이를 바탕으로 직접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

을 담당하는 미용서비스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Cho, 2004).

현대사회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가시간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질 높은 미용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용산업은 헤어, 메

이크업, 피부관리, 네일, 두피관리 등으로 보다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가면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사회는 

유형자산(자본․노동․토지)에서 무형자산(기술․

지식)으로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감성과 상상력과 문화적 

감각이 덧붙여진 총체적인 지적․감성적 능력이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추세로 나아

가고(Choi, 2006) 있고, 특히 이 중 미용산업이 급

속히 변화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W, 2010) 발표에 따르면 전국 미용업체는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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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 of beauty & barber industry

Classification
Number of 

business

Number of 

employees

Hair beauty industry 78,154 119,042

Skin beauty industry 11,276  20,165

Other beauty industry  3,669   7,842

미용업 78,154개, 업체 119,042명, 피부미용업 11,276

개, 업체 20,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 사업장

당 인구수는 746명으로 자영업 경쟁률 상위 10개 

업종(MW)으로 고용과 성장 면에서 지속적으로 커 

나가는 분야이다. MW가 발표한 2010년 미용 및 이

용업 합계는〈Table 1〉과 같다. 

미용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ung(2009)

은 미용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변화추이에 관한 연

구에서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고찰을 통해 미용산업의 규모를 추정하

고, 미용산업의 양적․질적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

다. Oh(2011)는 미용경영자 중심의 미용관광 활성

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용 및 병원, 호텔 등

을 활용한 패키지 미용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용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타 산업과의 융․

복합을 시도하여 미용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하였다. Kim(2009)은 미용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경영성과에 경영관

리가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경영관리 요소가 프

랜차이즈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 연구

를 통해 밝혀냈다.

이처럼 미용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주축을 이루

는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성취욕구, 

개인적 발전을 위한 교육 욕구 등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Jang and Kang(2010)은 인지적 도제학습이 

미용교과목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인지적 도제학습이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는 미용업무가 미용기술을 위주

로 하는 업무이며, 미용기술을 교육받는 데는 교육

자와 피교육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 미용관련 업무는 개인이 단독으로 처

리하는 업무보다 두 명 이상이 팀을 이뤄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업무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상사, 동료, 직원과의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지 않

을 경우 적극성의 상실 및 회피로 인해 고객에게 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고(Lee & O, 2010), 

결국에는 조직의 이익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미용산업의 질 높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용산업체 종사자의 업

무성취, 교육, 대인관계 등과 같은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Achievement motivation

동기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동력이며, 개

인의 생리적․심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은 저마다 독특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

며,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

하므로 간략하게 정의하기가 곤란하다(Jung, 2006). 

여러 동기이론 가운데 성취동기는 Murray(1948)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인간의 동기 중 하나로서, 

성취(achievement)라는 특수한 동기를 포함시켰다. 

그는 성취동기를 장애물을 극복하여 권력을 행사

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조속히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욕망 또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Atkinson(1964)은 성취동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

를 수행하여 성취동기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성

취동기를 성공추구동기와 실패회피동기라는 두 가

지 경쟁적인 힘으로 설명한다. 성공추구동기가 높

은 사람들은 성취로 인해서 유쾌한 정서를 경험하

게 되고, 이 유쾌한 정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취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반대로 실패

회피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실패로 인한 불유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형성

하게 된다.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

보다 성공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며, 반대로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보다

는 실패에 대한 불안이 크다. 성공추구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실패했을 때 성취동기가 증가되고, 실패

회피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성공했을 때 성취동기

가 증가한다. 성공추구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도전

적인 과제나 일, 재도전의 기회 등을 좋아하며, 실

패회피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긍정적인 강화에 동

기화되고 실패했을 때 합리화와 같은 방어기제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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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용한다(Kwon, Kim, Kim, Shin & Jung, 2010). 

Kim(2009)은 직장인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에

서 성취동기 측정을 위해 도전의식과 목표성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전의식에서의 

도전은 목표복잡성의 높은 수준을 의미하며, 특히 

자신의 수행에서 경험하는 최적 순간의 경험조건

인 도전과 기술 간 상호 관계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Jackson, 1995) 수행경험과 최적경험 간 일치에 대

한 기대를 내포한다. 우선 절대적 관점에서 정의하

는 도전적 목표는 기술의 보유 수준과 상관없이 절

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즉, 행위

주체가 목표 과업 기준에 대하여 산업 최고 혹은 

세계 최초 등 초일류의 기준목표(Quinn, 1977)를 포

함하여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기대목표를 제시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Lee, 2006). 목표성향은 

주어진 성취상황에 접근․관여․반응하여 성취상

황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틀로써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

취해야 할 목표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Dweck and Lesgold(1988)는 성취상황에서의 

목표성향을 학습목표 성향(learning goal orientation)

과 수행목표 성향(performance goal orientation)으로 

제시하였다. 학습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능력

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전 능력과 비교․평가하

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행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변하

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능력을 타인과 비

교․평가하여 개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거나 실패할만한 것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즉, 학습목표 성향이 수행목표 성향보

다 성취 목표나 동기를 이루는 데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취동기는 개인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지속적인 

동기 및 의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취동기

는 학습자의 학습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며, 미용산업체 현장에서 직무를 병행하여 

교육을 받는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고객에 따라 직무가 달라지는 상황

에서 이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

인 교육을 받는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의 학습효과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Ⅲ. Methods

최근 성취동기의 중요성이 더욱 알려지면서 심

리, 학습,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성취동기가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용산업체 종사자

들의 성취동기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관련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개인 심층 면접(in-depth 

individual interview)을 실시한 탐색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Selection of interviewees

본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면접 대상

자들을 선정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

용하였다.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은 판단 표본추출

(judgemental sampling) 또는 전문가 추출(expert sam-

pling)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

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조사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Lee, 2005). 이 표집방

법은 소규모의 전문적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

자의 이론적․실용적 관심에 따라 조사하거나, 모

집단 전체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한다(Kim & Yun, 2011). 본 연구에서는 미용

산업체(헤어디자인, 메이크업, 피부미용)에서 직접 

시술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알거나 혹은 연구자 지인들의 소개

를 받은 대상자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내용과 면접내용

을 설명하여 협조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헤어디자인 분야 종사자 7명, 메이크업 분

야 종사자 7명, 피부미용 분야 종사자 7명, 총 21명

을 선정하였다. 면접에 응한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Table 2〉와 같다.

2. Contents of interview

본 연구는 Patton(1990)의 면접법 중 면접 지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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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liminary data of interviewees

Major Interviewee
Age

(year)
Gender Job level

Job experience

(year)
Education level

Hair 

design

A 40 Woman Broadcasting employee 14 Graduate school graduate

B 22 Woman Step  2 4 year university graduate

C 23 Woman Step  1 4 year university graduate

D 31 Woman Director 11 Junior college graduate

E 35 Woman Designer 15 High school graduate

F 52 Woman Education director 25 Graduate school graduate

G 35 Woman Director 16 Graduate school graduate

Make

-up

H 57 Man Company CEO 39 Graduate school graduate

I 32 Woman Artist  7 Junior college graduate

J 21 Woman Step 3 months High school graduate

K 27 Woman Artist  6 High school graduate

L 22 Woman Step  2 Junior college graduate

M 44 Woman Free-lancer 15 Graduate school graduate

N 26 Woman Artist  5 Junior college graduate

Skin

-care

O 44 Woman Director 10 Junior college graduate

P 52 Woman Chairman of research center 22 Graduate school graduate

Q 35 Woman Director 13 Junior college graduate

R 33 Woman Director 10 Junior college graduate

S 40 Woman Director 15 Graduate school graduate

T 42 Woman Director 15 Graduate school graduate

U 42 Woman Researcher 10 Graduate school graduate

(interview guide approach)을 적용하여 면접 대상자

에게 연구자가 준비한 면접내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은 연

구자가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Kim, 2009; Wang, 

2010)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바탕

으로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에게 맞도록 수정한 면

접 질문 내용을 갖고 2011년 10월에서 11월까지 약 

두 달간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면

접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접 전에 면

접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면접 대상자

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 면접은 한 사례 당 1시

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

구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고, 면접 대상

자의 답변과 반응에 따라 심화질문을 던지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내용 보존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 전 과정을 녹

음기로 녹음을 하였고, 녹음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표현 양식 그대로 필사하여 정리하였다. 면접 질문

의 내용은〈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3. Analysis of research data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J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이 3단계 과정을 따라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면접 대상자들

의 면접내용 녹음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하여 면접 

대상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면접내용 자료를 검토하고 필사하는 작업을 진행

하면서 미용산업체 종사자의 성취동기에 대한 다

양한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분류하여 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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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interview questions

Questions

 1. How do you feel when you did your job very well? 

 2. Do you think about your past duty or job that you were good at?

 3. How do you feel when results from a beauty contest, level test or cosmetic procedure did not go well?

 4. How do you react when a client reaction is negative after the cosmetic procedure?

 5. Do you sometimes feel low self-esteem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6. Are you sensitive before a difficult cosmetic procedure or competition?

 7. Does it affect you if there is a competitor next to you while performing your duty?

 8. Which one do you enjoy between easy work and hard work?

 9. How do you react to solve a difficult situation?

10. What do you want to achieve in the beauty industry?

11. What do you consider when choosing your goal?

12. What effort do you put to achieve your goal?

13. Is there an action you take when you were not able to achieve your goals?

14. Do you enjoy talking with clients during cosmetic procedures?

15. What kind of affect do you have in relationships with employees and manager?

16. Between a person that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a person who has excelling working skills, who do you 

prefer to work with?

17. What do you do when you think the job duty makes you feel apart from your colleagues?

나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는 언어를 핵심 언어(성공, 

실패, 도전, 목표, 관계)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

다. 둘째, 해체화 과정을 위해 핵심 언어로 부호화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여 면접 

내용 필사 자료에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성공, 실패, 도전, 목

표, 관계의 다섯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그 후 면접 

대상자의 면접 내용을 같은 항목 내에서도 다시 세

분화하는 해체화 과정을 거쳤다. 셋째, 3단계 과정 

중 자료의 부호화 과정과 해체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 하면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연구주제에 

대한 항목과 내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재구

성하여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 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부호화, 해체화, 

재구성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의 심층면접 자료를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분석한 결

과, 미용산업체 종사자의 성취동기는 다섯 가지 요

인으로 구성됨이 나타났다. 다섯 가지 요인 중 네 

가지는 Kim(2009)과 Wang(2010)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여 Wang(2010)의 연구에서 명명한 ‘성공추구

동기’, ‘실패회피동기’, 그리고, Kim(2009)의 연구에

서 명명한 ‘도전의식동기’, ‘목표성향동기’를 본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4가지 요인 외에 미

용산업체 종사자의 업무 특성 상 상사, 동료, 직원,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추가로 나타나 

이를 연구자가 ‘관계지향동기’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구성된 다섯 가지 요인과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Table 4〉와 같다. 

1. Successful achievement motivation

심층면접을 통하여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의 성공

추구동기를 살펴본 결과, 종사자들이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 냈을 때 강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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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tems and contents of interview questions

Items Questions Results

Successful 

achievement 

motivation

․How do you feel when you did your job very well? 
․Express satisfaction and pride when successfully 

completing the job duty

․Do you think about your past duty or job that you 

were good at?

․Refer to past successful situations to solve a 

current problem

Failure 

evading 

motivation

․How do you feel when results from a beauty contest, 

level test or cosmetic procedure did not go well?
․When the result is not good, accept the situation

․How do you react when a client reaction is 

negative after the cosmetic procedure?

․Solve problems through mind control, conversation, 

technical developemtn

․Do you sometimes feel low self-esteem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Are you sensitive before a difficult cosmetic 

procedure or competition?

Challenging 

mind 

motivation

․Does it affect you if there is a competitor next to 

you while performing your duty?

․Consider the competition between competitors as a 

way for improvement

․Which one do you enjoy between easy work and 

hard work?

․Try to solve difficult situations through help from 

others or through conversation

․How do you react to solve a difficult situation?

Goal 

orientation 

motivation

․What do you want to achieve in the beauty 

industry?
․Set a higher goal than the current one

․What do you consider when choosing your goal? ․Learn skills and enter school to achieve the goal

․What effort do you put to achieve your goal? ․When fail to achieve the goal, re-set and continue

․Is there an action you take when you were not able 

to achieve your goals?

Relation-

oriented 

motivation

․Do you enjoy talking with clients during cosmetic 

procedur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colleagues and client

․What kind of affect do you have in relationships 

with employees and manager?
․The relationship affect the performing the job duty

․Between a person that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a person who has excelling working 

skills, who do you prefer to work with?

․Put effect to maintain and improve relationships by 

conversations, seek for advice, write letters and 

reach for apology etc

․What do you do when you think the job duty 

makes you feel apart from your colleagues?

현했으며, 응답자 전원이 맡은 업무의 성공에 긍정

적이고 진취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성공추구

동기에 대한 결과이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기분이 내가 한 만

큼 이루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진짜 날아갈 

듯이 기분 좋을 정도로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맡은 업

무를 했을 때.” (사례 B)

“기분 좋고 우선 짜릿하고 성취감도 되게 높죠. 

잘해 냈을 때 그동안 했던 거 쭉 파노라마처럼 생

각이 나면서 힘들었던 거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 

난해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이런 것들 기록을 해

놔서 다음에도 실수 없이 해내면 좋겠다는 것도 자

료로 남기고 해요.” (사례 G)

응답자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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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올리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문제 해결 시 과거 성공했던 일을 떠올리며 진행한

다는 답과 과거 실패를 회상하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응답자 개인 

성격에 따라 성공추구동기의 발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금 잘한 거를 주로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를 

생각하게 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잘 한 

거를 모티브를 삼아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잖아요.” (사례 I)

“잘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더 개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례 O)

“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제대로 못 

보여줘서 스스로한테 만족이 안됐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런 척 해야 했었던 그런 순

간이거나 주로 인제 그런 잘 못했던 순간들이 더 

잘 떠오르죠.” (사례 T)

2. Failure evading motivation

실패회피동기에서는 미용대회, 진급테스트, 시

술결과가 안 좋을 때 등에도 실패를 부인하거나 타

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마인드컨트롤이나 대

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부족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더 좋은 성취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기분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 생기는 거 같아요.” (사례 B)

“일단 고객들의 그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

주고 있어요. 많이 들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

명보다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다는 약

간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개선되는 부

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신뢰성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클레임에 대한 불

만족도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서 그게 또 무마가 많이 되요.” (사례 S)

“어디가 맘에 안 드시는지 일단 물어 보구요. 근

데 그거를 정말 제가 못하는 거라면 저는 선생님한

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된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해 드리려고 하는 편이예요.” (사례 C)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유 없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대부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인드컨트롤로 

자신감을 회복시키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 

연습 등을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 잘 해. 난 잘 해. 혼자 마법을 좀 걸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뭐 아침마다 이렇게 노트를 쓰는

데 거기에 하루 목표를 좀 세워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 (사례 R)

“다른 분야를 더 해봐요. 메이크업뿐만이 아니

라, 제가 만약 뷰티를 계속했으면 무대 쪽에서 그

런 색감이라던가 그런 것도 보고요. 상반된 점도 

그런 거 많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연결이긴 

한데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니고 미술 쪽도 많이 봐야 되고 전시회 이런 

것도 도움이 되요.” (사례 I)

“저희한테 분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

면 그럴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수정해도 계속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업실 가서 어제는 이 

부분이 안됐으니 오늘 이 부분 연습해야지 해요.” 

(사례 L)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대

회 등을 준비할 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하며 

긴장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

한 준비, 명상과 마인드 컨트롤 등의 방법을 적용

하였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술이나 대회 등의 상

황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게 날카롭지만 저에게는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거를 내가 이루고 났으면 성취감이 

크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날

카로운 것보다 그냥 많이 더 공부를 해요. 하고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그게 성격이 날카로워지거

나 그런 쪽은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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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그리고 아～ 이거를 내가 해내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까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

각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 A)

“당연히 이제 예민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왜

냐면 제 얼굴에 제가 데모를 한다 라는 것은 그거

를 믿지 못하잖아요. 처음이니까. 저는 콘티를 짭니

다. 완벽하게. 안 그러면 이제 시술을 해도 이렇게 

콘티를 안 짜면 중간 중간 시술을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죠.” (사례 U)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하기 전에 좀 

떨리는데 할 때는 안 떨려요.” (사례 J)

3. Challenging mind motivation

도전의식동기에서는 경쟁자와의 경쟁이 도움이 

되며,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

들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일부는 마

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경쟁자가 없는 게 낫다고 

하였다.

“상당히 많이 미칠 거 같아요. 경쟁자가 있으면 

마음은 괴롭겠지만 일 진행하는 속도나 이런 게 굉

장히 높을 거 같아요. 일을 할 때는 경쟁자가 있는 

게 비교도 할 수가 있고 서로가 검증이 되기 때문

에요.” (사례 M)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 뭐라 그럴까. 연

습을 한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이 사람 거를 뽑아

내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은걸 알고 싶

기도 하고.” (사례 E)

“저는 경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그

게 불편해요. 각자의 어떤 자기 몫을 다하면 그 다

음에 서로 잘했을 때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전문직이다 보니까 또 경쟁이 되고 또 왜 자연스럽

지 않은 어떤 그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

면 그게 경쟁이라고 봐야 되나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경쟁자가 있으면 일

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사례 S)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중 신중한 일 처리를 위해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을 나중에 하겠다

는 응답이 쉬운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시간

을 두고 나중에 진행하겠다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

았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거나 주

변에 도움을 청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일을 하고 났을 때는 성취감이 뭔지 알

기 때문에 어려운 걸 먼저 해서 이렇게 해쳐 나가

야겠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혼자 일을 하러 가거나 하면 

전날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그 일을 상상하면서까

지 내가 그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메이크업은 제 박스 안에 있는 제품들을 갖춰가면

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하고 그 전날까지도 긴

장을 많이 또 하는 성격이라. 일할 때 실수하지 않

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일

단 뭐라도 하나 없으면 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밤새도록 찾아다니며 제

품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라도 일을 가기 전에 아침

에 일어나서 그게 있을 때까지 찾아서 만들어내요. 

어려움이 닥치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어

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를 하면 여기서는 영영 사라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긴장을 하면 

안 되고 더 릴렉스하게 하면서 내가 이런 일에 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

로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울 때 

많았지만 그 때마다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무사히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프로페셔날인 모습인

거 같아요.” (사례 K)

“저는 당연히 쉬운 일이요. 어차피 어려운 일도 

하고 쉬운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쉬운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시간

을 가지고 진행해요.” (사례 R)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생

각하는 편이예요.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의견 

같은 걸 많이 묻고 개인적인 것도 친구랑 많이 얘

기하는 편이예요.” (사례 G)

“그럴 때는 진짜 저는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리고 속에 마음에 담아놓은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거 

같아요. 그래서 대화로써 일단 해답을 찾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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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사례 A)

4. Goal orientation motivation

목표성향동기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 강

의, 토탈샵 운영, 디자이너 승급 등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

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

거나 고급기술을 배우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

하고 있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좀 오래 했

었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이쪽하고도 잘 맞는 거 같

아서 공부를 더 해서 나중에는 이제 회사가 아닌 

학교 쪽으로 해서 일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업무상 이제 제가 이제 현업에서 많이 하다보니

까 그리고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왔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라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

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제 스스로 좀 

느끼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리 

사회생활은 이런 거다 이런 업무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좀 걔네들이 사회생활 나와서 좀 

편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A)

“제가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 미술을 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분장은 그 미술이랑 성향이 

좀 비슷한 거 같아서 하게 됐는데 교수님이랑 상담

을 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거 같아요. 계

속 경력을 쌓아서 대학원까지 가서 교수님도 되고 

싶고 분장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사례 J)

“저는 좀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많

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쪽 공부를 하면서 약간 

교육 쪽으로 강의도 좀 하고 싶구요. 학원도 이제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토탈샵도 좀 해보고 싶어요.” (사례 R)

목표 달성이 안 됐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같은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진행하거나 달성 가

능한 목표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목표를 포기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때 또 다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도전하는 편이예요. 그

래서 제가 2011년 버킷리스트로 해서 꼭 그렇게 중

요한건 아니지만 2011년에 초에 포스트잇에 이렇

게 자격증 목표랑 입사하는 목표 뭐 영어공부나 일

어 공부하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책

상에 붙여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붙여놓고 한동

안 안 보다가 며칠 전에 보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목표를 잘 이뤄가고 있더라구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매일 매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례 B)

“되도록 해야죠. 되도록 만들어야죠. 마법을 걸

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긍정적인 그런 힘이라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

을 많이 읽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혼자만의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계속 긍정적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

니까 그게 좀 변화가 있긴 있더라구요.” (사례 R)

“(목표가 생각한대로 안된다면) 저희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늘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뭐 그것

도 교육의 일종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P)

5. Relation-oriented motivation

관계지향동기에서는 시술 시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헤어, 피부 관

리 분야의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즐긴다는 응답

이 많았으나, 메이크업 분야의 응답자들은 뷰티메

이크업 시술 시는 고객과의 대화를 많이 하나, 무

대분장 시술 시는 배우 컨디션에 따라 대화를 조절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그 고객 텍스쳐에 따

라 고객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계나 이런 것들 좀 갭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예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

자기모발이나 텍스쳐나 두상이나 이런 거에 많이 생

각해 주는구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신경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사례 G)

“저희는 관리 끝나고 나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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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저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차 한 잔을 대접할 때도 이제 그 사람도 피부 

관리실에 예뻐지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외로워

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 허전함을 느끼셔

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주부 분들은 더더욱 이제 말할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뭐 신랑 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례 R)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뷰티 메이크업 이런 거

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자기가 어울리는 색감이나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

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만 배우들과 작업을 하거나 다른 일

을 할 때는 캐릭터 분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우 

감정 잡거나 컨트롤하게 해야 되는 데 제가 말 한

마디 한 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웃음이 나면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해요.” (사례 K)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응답이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

상 많았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 먼

저 협조하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영향을 엄청 미치죠. 그리

고 동료하고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안 좋게 만들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까 굉장히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협조를  

먼저 해야지 그쪽에서 해주니까 이제 먼저 협조하

려고 노력해요.” (사례 K)

“그렇죠. 그게 영향을 거의 차지한다고 보거든

요. 월급날이라던가 그럴 때 항상 편지를 썼어요. 

직원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부탁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해

서 편지를 쓰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서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받고 불만 있으면 거기다

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사례 R)

“미치지 않는 거 같아요. 별로 상관없이 하시는 

일을 해요.” (사례 J)

업무수행 시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묻는 항

목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동료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한다는 의견이 업무 추진을 우선시 한다는 의

견보다 훨씬 많았다. 

“저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더 좋을 거 같아

요.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일 하는 것도 부드

럽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어서요.” (사례 D)

“일은요, 사적인 일하고 틀린 거 같아요. 이렇게 

친분관계 좋다고 그래서 일을 잘 하는 건 아니고, 

일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

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한다면.” (사례 U)

“같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풀고 다시 해야지 혼

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동료랑 먼저 풀고 업무

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사례 C)

“저는 일부터 처리합니다. 인간관계는 제가 개

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

을 해요. 그러나 일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

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P)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성취동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취

동기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미용산업체 종사자

의 성취동기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미용산

업 분야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자료를 부호화 과

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의 3단계 과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미용

산업체 종사자의 성취동기 다섯 가지 요인 중 네 

가지는 Kim(2009)과 Wang(2010)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여 Wang(2010)의 연구에서 명명한 ‘성공추구

동기’, ‘실패회피동기’, 그리고, Kim(2009)의 연구에

서 명명한 ‘도전의식동기’, ‘목표성향동기’를 본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4가지 요인 외에 미

용산업체 종사자의 상사․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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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 상 상사․동

료․직원․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추가

로 나타나, 이를 연구자가 ‘관계지향동기’로 명명하

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산업체 종사자들의 성공추구동기에서

는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강한 만족감

과 자신감을 표현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 성공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진행하는 것으

로 나타나 미용산업체 종사자의 업무에서의 성공

은 응답자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므

로 조직 운영 시 커다란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높은 목표를 제시하여 한 단계

씩 이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

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둘째, 실패회피동기에서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시술결과가 안 좋을 때 등에도 실패를 회피하기보

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해 

마인드컨트롤이나 대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조직에서는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

육 시스템을 갖추고 마인드컨트롤을 위한 감성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전의식동기에서는 경쟁자와의 경쟁을 두

려워하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배나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

거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조직은 과제의 난이도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팀별 경쟁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넷째, 목표성향동기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현

재 상황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해서 학업

을 계속하거나 고급기술을 배우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목표 달성이 안 됐을 때에

는 같은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진행하거나 달성 가

능한 목표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등과 같이 미용산

업체 종사자들 대부분이 단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에서는 종사

자에게 조직의 비전을 상세히 제시하여 조직의 성

장이 종사자 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계지향동기에서는 동료나 상사, 고객

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

며,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비우호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

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대화, 편지

쓰기, 먼저 사과하기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노력

하고 있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고객 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세분화화여 교육하며, 

종사원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정기적인 관

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미용산업체 종사자의 성

취동기는 성공추구동기, 실패회피동기, 도전의식동

기, 목표성향동기 외 관계지향동기를 포함한 5개 동

기로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용산

업체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사

자들에게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여 한 단계씩 이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마인드 컨트롤을 위

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팀별 경쟁체제

를 도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미용산업체 종사자 21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

로 얻어진 결과물로, 이를 전체 미용산업체 종사자

의 성취동기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연

구하고,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분야 외에 네일, 

두피관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취동기와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소진, 이

직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양적 연

구 및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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