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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의 여성 수강자를 대상으로 피부 미용과 건
강 전반에 걸친 영향 정도를 교육시키고, 이들이 피부 미용 교육을 통해 그들의 건강 생활습관측면, 특히 생활습관, 
운동, 영양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
한 대학 및 문화센터에서 피부미용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여성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A,D 대
학, H 학원, 서울 소재 M 대학에서 피부 미용 과정 이수자 343명을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피
부미용 수강 전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피부 미용 수강을 한 후 수강자들
은 수강하기 전에 비해 수면 습관 및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부 미용 수강 기간
과 건강생활 습관 특성과의 관계에서 긴 시간 동안 피부 미용 교육을 받은 군에서 수면 습관 및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에 있어서도 운동 여부, 강도 시간, 유산소 운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으며, 영
양 면에서도 식사 분배, 칼로리 섭취 제한, 식이 섬유 등을 더욱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부미용 
수강정도와 건강생활 습관 특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 습관 관리 면, 운동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건강생활 습관 특성의 관계에서는 피부미용 수강을 보다 자주 수강하
는 군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더욱 잘 하고 있었고, 운동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들의 
피부미용 강좌는 수강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고, 전반적인 건강생활습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부미용과 건강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들의 전
반적인 건강 관리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가정의 건강관리 습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
의 올바른 건강 관리 행태 확립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일조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on participation on health education 
program toward skin care and the improvement of healthy life habit.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by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among the skin care 
education center to learn health education program toward skin care among women in the Seoul and Kyunggi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dapted from Payne and Hahn's(1986) 'Understanding Your 
Health-A personal profile; Evaluating Your Health'. The pilot test was executed after the questionnaire was 
translated into Korean.
The statistics employed the study were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χ2 verification, frequency, ANOV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ANC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that were derived from these processes were as follows:
First, before and after on health education program toward skin care, the student's healthy life habit is 
partially changed.
Second, the relationship the period of education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 healthy life habit, long-term 
skin care education is positively affected sleeping habit, anti-stress treatment, exercise and nutrition.
Third, the relationship on the frequency of education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 healthy life habit, more 
frequently participation on skin care education is positively affected on healthy life habit 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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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삶이 보다 편
리하고 풍요로워졌으나,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세대도 경
험하지 못했던 성인병과 물질 문화에서 오는 각종 스트
레스로 인해 삶의 질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5]. 또한 이러
한 현대 문명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건강 현상들, 
운동 부족,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9], 이는 다양한 피부 문제로 나타
나게 된다[7].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피부 문제를 신체 전
반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미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함으로
써 피부 미용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노력에 비
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 미용을 공부하고 있는 평생교
육원 및 문화센터의 여성 수강자를 대상으로 피부 미용
과 그에 따른 건강 전반에 걸친 영향 정도를 교육 시키
고, 이들이 피부 미용 교육을 통해 그들의 건강 생활 습
관 측면, 특히 생활습관, 운동, 영양을 중심으로 어떤 변
화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부 미용 교육과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접목함으로써 보
다 쉽게 여성 건강 증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피부 미용 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건강
생활습관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성들이 수강한 피부미용 교육의 종류, 기간 및 
빈도는 그들의 건강생활습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피부미용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건강생활 
습관 특성의 변화를 살펴 봄과 동시에 여성들이 수강한 
피부미용 교육 종류, 기간 및 빈도가 그들의 건강생활습
관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대상과 조사도구, 조사 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 및 문화센터에서 피부미용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여성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수강 여성들의 피부 미
용관련 과목 수강 목적은 피부미용국가자격증 과정을 이
수 후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 단순 여가 활동의 목적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다단계 유층집락 무선표집법
(multiple-stage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사전조사로써 2011년 3월 10
일~3월 20일 사이 경기도 소재 A, D 대학, H 학원, 서울
소재 M 대학에서 피부미용 과정을 수강하는 여성 380명
을 대상으로 배경변인과 종속 변인을 조사하였다.

사후 조사로써 2011년 4월 10일~4월 20일 사이 사전 
조사 대상자 중 1개월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종속변인
과 독립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2011년 6월 10일~6월 20
일 3개월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을 조사하였다.

2011년 9월 10일~9월 20일에는 6개월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2년 3월 10일~3월 20일 사이에는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을 조
사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피
부 미용 이수자 343명을 실제 분석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피부 미용 과정 여성 수강자를 대상으
로 건강생활습관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피부미용 과정 교
육 기간 및 빈도에 따라 건강생활 습관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사
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 변인을 묻는 문항 5
개, 독립 변인으로 수강한 피부미용 과정의 교육 종류, 기
간 및 교육 빈도를 묻는 문항 3개, 종속 변인은 건강생활 
습관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생활 습관 관리 문항 3
개, 운동관리 문항 5개, 영양 관리 문항 6개 로 모두 2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강자들에게 시행되는 피부미용 교육은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피부미용반 수강자들에게는 국가 
피부미용사 자격증과정 교육을 통해 피부건강, 미용과 영
양, 운동,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시키고, 전신관
리 수강자들에게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경락 마사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식이요법, 행동수정, 운동요법, 마사지
등과 관련된 대체 요법에 대해 교육 하였다. 두 과정은 
현재 경기도 소재 A,M,D 대학에서 2010년부터 전문대학 
미용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시행되어 온 과정
으로 학생들의 과목 만족도 및 이해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바 수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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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 변인

연령 1

건강정도 1

교육수준 1

가족 수 1

소득 수준 1

독립 변인
피부미용 교육 종류 1

피부미용 교육 기간 1

피부미용 교육 빈도 1

종속 변인
(건강생활습관특성)

생활 습관 관리 3

운동 관리 5

영양 관리 6

총계 22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좌였다.
척도별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 건강 정도, 교육수준, 가족 수,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연구 대상자들이 
피부미용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건강생활습관 특
성으로 구분하였고, 참여 정도는 현재 피부미용 교육을 
받은 여성 중 피부미용 교육의 종류, 교육 기간, 교육 빈
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건강생활습관 특성은 
Hahn(1986)의 ‘Understanding Your health- A Personal 
Profile : Evaluating Your health'를 이건이(1996)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설문지는 건강에 관련된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생활 습관 관리, 운동 관리, 영양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현대의 건강 개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본 설문지에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하위 척도별 신
뢰도 계수는 .62~.83 으로 비교적 신뢰성 있는 도구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본 설문지의 구성지표와 구성내용은 다
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지표와 구성내용
[Table 1] Composition and contents on quesionnaire

2.3 조사절차

설문지 조사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보조 조사원들이 
직접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 방문을 통하여 실
시하였다. 여성들이 수강한 피부미용 교육 종류, 교육 기
간, 교육 빈도에 따른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를 규명

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보조 
조사자들이 응답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4 실험 설계

사전조사(생활습관, 운동,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피부미용반 / 전신관리반)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사후조사(생활습관, 운동, 영양관리)

건강생활습관변화

2.5 자료처리 방법

설문지를 회수한 후, 이중기입, 무기입 등의 불성실한 
자료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자료를 분류하여 컴퓨터에 코드화
하여 개별 입력(coding) 시키고, Windows 용 SPSS/PC+ 
11.0 Version을 수강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자료처리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 및 평균(mean)과 
표준편차(s.d.) 그리고 χ2, 변량 분석(ANOVA), 공변량분
석(ANCOVA),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에 대한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피부미용 수강과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는 공
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간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3) 피부미용 수강 기간과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
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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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균형잡힌 
식사여부 .129 1 .129 .358 .550

식사 
시간 .015 1 .015 .042 .837

(4)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
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간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피부 미용 수강 전후에 따른 건강생활습

관 특성의 차이

피부미용 수강 전과 후에 따른 건강생활습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

3.1.1 피부미용 수강 전후와 생활 습관 관리와의 

관계

표 2는 피부미용 수강 전과 후에 따라 생활 습관 관리
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하면 수면관리의 경우 F=.000으로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F=.797,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피부미용 수강을 하기 전보
다 한 후 수면습관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피부 미용 교육이 생활 습관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피부미용 수강 전후에 따른 생활 습관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 분석

[Table 2] ANCOVA for difference on life habit toward 

before and after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수면 
습관 
관리

.000 1 .000 .000** .996

스트레스 
관리 .220 1 .220 .797* .372

휴식 
관리 .324 1 .324 1.179 .278

설명변인 7.616 8 .952 3.459 .001

잔차 126.617 338 .275

전체 134.233 34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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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피부미용 수강 전후와 운동 관리와의 관계

표 3은 피부미용 수강 전후에 따라 운동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운동 여부의 경우 F=7.107,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고, 운동 시간의 경우 F=20.125,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를 보여 피부미용 수강을 받은 후 여성들은 피부 
미용 및 건강을 위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운동 시간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피부미용 수강 전후에 따른 운동 관리의 차이에 대
한 공변량분석

[Table 3] ANCOVA for difference on exercise toward 

before and after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운동 
여부 2.735 1 2.734 7.107* .008

운동 
강도 .513 1 .513 1.333 .249

운동 
시간 7.741 1 7.741 20.125** .000

유산소 
운동 
여부

.868 1 .868 2.257 .134

근육강화 
운동 
여부

.416 1 .416 1.081 .299

설명변인 17.869 8 2.234 5.807 .000

잔차 178.082 339 .385

전체 195.952 34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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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피부미용 수강 전후와 영양 관리와의 관계

표 4는 피부미용 수강 전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식사 분배에서 F=13.838,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나
타내었고, 규칙적인 식사 여부에서 F=13.359, p<.05 수준
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에서
도 F=6.027,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 피부미
용 수강을 한 후 영양이 피부미용 및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 식사 분배 및 규칙적인 식사 
여부, 식이 섬유 섭취등 영양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피부미용 수강 전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에 대
한 공변량분석

[Table 4] ANCOVA for difference on nutrition toward 

before and after on skin c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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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분배 5.001 1 5.001 13.838* .000

규칙적인 
식사여부 4.828 1 4.828 13.359* .000

칼로리 .367 1 .367 1.014 .314

식이섬유 4.388 2 2.194 6.027* .002

설명변인 21.177 8 2.647 7.325 .000

잔차 165.510 336 .361

전체 186.687 341 .401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균형잡힌 
식사여부 .130 1 .106 .208 .451

식사 시간 .014 1 .002 .018 .810

식사분배 4.682 1 4.506 12.360* .000

규칙적인 4.600 1 2.684 12.33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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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군과 3개월 이
상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 건강생활습관 특성에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피부미용 수강 기간과 생활 습관 관리와의 

관계

표 5는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라 생활 습관 관리와
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에 
의하면 수면 습관 관리의 경우 F=.003,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F=.406, p<.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피부미용 수강을 오랜 기간 동안 
한 군에서 보다 수면 습관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생활 습관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 분석

[Table 5] ANCOVA for difference on life habit toward 

period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수면 
습관 
관리

.024 1 .000 .003** .306

스트레스 
관리 .252 1 .194 .406* .302

휴식 
관리 .405 1 .206 .605 .104

설명변인 6.304 8 .508 .991 .001

잔차 106.008 205 .169

전체 120.106 24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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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피부미용 수강 기간과 운동 관리와의 관계

표 6은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운동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운동 여부의 경우 F=6.039,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운동 강도의 경우 F=.990, p<.05 수준에서, 운
동 시간의 경우 F=12.604, p<.05 수준에서, 유산소 운동 
여부의 경우 F=1.907,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피부미용 수강을 오랜 기간 한 군에서 운동 여부, 운
동 강도, 운동 시간, 유산소 운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
로 보여진다.

[표 6]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운동 관리의 차이에 대
한 공변량분석

[Table 6] ANCOVA for difference on excercise toward 

period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운동 
여부 1.346 1 1.230 6.039* .004

운동 
강도 .482 1 .160 .991* .604

운동 
시간 6.105 1 6.197 12.604* .000

유산소 
운동 
여부

.460 1 .460 1.907** .048

근육강화 
운동 
여부

.135 1 .997 .994 .607

설명변인 167.92 5 2.604 4.604 .001

잔차 1.036 266 .620

전체 162.94 16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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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피부미용 수강 기간과 영양 관리와의 관계

표 7은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식사 분배의 경우 F=12.360,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칼로리의 경우 F=0.915, p<.01 수준에서, 식이
섬유의 경우 F=4.056,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따라서 피부미용 강좌를 오랜 기간 수강한 군에서 
식사 분배, 칼로리 섭취, 식이 섬유 섭취를 더욱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부미용 수강 기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에 대
한 공변량분석

[Table 7] ANCOVA for difference on nutrition toward 

period on skin ca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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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여부
칼로리 .261 1 .261 .915** .206

식이섬유 3.691 3 1.935 4.056* .003

설명변인 18.664 4 1.605 6.991 .000

잔차 120.601 264 .264

전체 174.662 306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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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

의 차이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른 건강생활습관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 3회 미만 수강 군과 주 1
회 이상 군으로 구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3.1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생활 습관 관리와의 

관계

표 8는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라 생활 습관 관리와
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에 
의하면 스트레스 관리에서 F=.609, p<.01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 피부미용 수강 빈도가 높은 군에서 생활 습관 
관리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른 생활 습관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 분석

[Table 8] ANCOVA for difference on life habit toward 

frequency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수면 습관 
관리 .002 1 .006 .038 .607

스트레스 
관리 .206 1 .105 .609* .267

휴식 관리 .291 1 .206 .817 .206

설명변인 6.106 5 .605 2.604 .002

잔차 87.506 248 .697

전체 29.156 306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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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운동 관리와의 관계

표 9는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라 운동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에 의하면 
운동 여부의 경우 F=5.619, p<.05, 운동 강도의 경우 
F=.154, p<.05, 운동 시간의 경우 F=13.605, p<.01, 유산
소 운동 여부의 경우 F=.136,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
를 나타내, 피부미용 수강 빈도가 높은 군에서 운동을 더
욱 많이 하고, 높은 운동 강도로 보다 많은 시간동안 운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산소 운동의 경우도 

수강 빈도가 낮은 군보다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9]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른 운동 관리의 차이에 대
한 공변량분석

[Table 9] ANCOVA for difference on excercise toward 

frequency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운동 여부 2.031 1 2.697 5.619* .051

운동 강도 .408 1 .617 .154* .195

운동 시간 6.947 1 6.917 13.605** .000

유산소 
운동 여부 .826 1 .618 .136** .164

근육강화 
운동 여부 .397 1 .506 1.608 .226

설명변인 13.648 8 1.694 3.661 .000

잔차 126.488 267 .614

전체 193.648 20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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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영양 관리와의 관계

표 10은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에 의하면 
규칙적인 식사 여부의 경우 F=12.003, p<.05 수준에서, 
칼로리 섭취의 경우 F=1.306, p<.01 수준에서, 식이섬유
의 경우 F=4.051,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 피
부미용 수강 빈도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규칙적
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칼로리 제한 및 식이 섬유 섭취
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피부미용 수강 빈도에 따른 영양 관리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Table 10] ANCOVA for difference on nutrition toward 

frequency on skin care education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 
추정치 F 유의도

균형잡힌 
식사여부 .106 1 .267 .261 .105

식사 
시간 .336 1 .605 .035 .264

식사분배 3.618 1 2.164 13.629 .000

규칙적인 
식사여부 2.648 1 3.697 12.003* .000

칼로리 .167 1 .287 1.306** .206

식이섬유 2.618 1 1.264 4.051* .001

설명변인 13.559 8 1.694 6.056 .000

잔차 135.618 226 .151

전체 105.719 205 .33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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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피부미용 수강과 교
육 종류, 수강 기간 및 빈도 정도에 따른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피부미용 수강 전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관
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피부미용 수강을 한 후 
수강자들은 수강하기 전에 비해 수면 습관 및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미용 수
강 후 여성들은 건강생활습관 전반에 걸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운동 관리
에서도 피부미용 수강을 한 후 운동이 피부 미용 및 건강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습득
한 후 운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고, 운동 시간도 더욱 
긴 시간을 하고 있었다. 영양 관리에서도 규칙적인 식사
를 하고, 식이 섬유를 보다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피부미용 수강을 하는 군에서는 피부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습득
하게 되었고, 피부미용을 위해서는 전신의 건강관리도 함
께 향상 시켜 줌이 보다 효율적인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을 교육 받은 후 변화된 건강생활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이는 Lee(2008), Jeong(2006)의 연구 결과
와 같은 것으로 피부미용 교육을 통해 건강 생활 습관 개
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피부미용 수강 기간과 건강생활습관 특성과의 
관계에서 긴 시간 동안 피부 미용 교육을 받은 군에서 수
면 습관 및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운동에 있어서도 운동 여부, 강도, 시간, 유산소 운동
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으며, 영양 면에서도 식사 분배, 
칼로리 섭취 제한, 식이 섬유등을 더욱 많이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부미용 수강 정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관
계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습관 관리면에
서 참여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운동 관리에서는 
참여 빈도, 영양 관리에서는 참여 빈도, 참여 강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Han(2010)의 비만 여성들에게 
비만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습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수강 기간, 정도는 기간이 길고, 적
극적인 수강 정도를 보인 경우 건강 생활 습관의 긍정적
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넷째, 피부미용 수강 빈도와 건강생활습관 특성의 관
계에서도 피부미용 강좌를 보다 자주 수강하는 군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더욱 잘 하고 있었고, 운동에서도 운동 
여부,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유산소 운동에서 수강 빈도
가 낮은 군에 비해 더욱 많은 운동 및 지속시간을 유지하

고 있었다. 또한, 영양 관리에서도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자 하였으며, 칼로리 제한, 식이섬유를 보다 많이 섭취하
였다.

이는 피부 미용 교육을 통한 건강 태도의 긍정적인 변
화를 보여주었다는 Lee(200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 여성들의 피부미용 수강
은 수강자들에게 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단지 피부 관리 및 체형 관리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생활습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 이유는 최근 피부 미용의 이론 및 지식교육이 단
순히 미용적 측면을 넘어 대체 요법, 건강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육 과정 및 건
강과 연관되어진 심화 교육을 평생교육원이나 미용 학원
등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피부미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 습관을 개선 
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가정의 건강 관리 습관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행태 마
련을 통해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에 일조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기간, 교육 내용, 몰입 정도에 따
른 연구자들의 건강 관련 태도 변화 정도를 살펴 보았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
에 따른 피부미용 교육과 건강 관련 태도 변화의 상관 관
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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