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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뷰티산업은 고객을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특성상 종업원들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뷰티산업 종업원들을 내부고객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내부마케팅(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

위임, 경영층지원)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을 높여준다면, 종업원들이 외부고객에게도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이 극대화되고,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명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4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뷰티산업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설문지 320

부를 회수하여 AMOS 21.0,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 등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경영층지원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티산업도 내부마케팅을 강화하여 종업

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뷰티산업, 프랜차이즈,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서비스

Abstract Working in the beauty industry accompanies high emotional stress because of the need to 

provide face-to-face customer service. Therefore, beauty industry employees should be recognized 

as internal customers and job satisfaction should be enhanced through appropriate internal 

marketing (education and training, compensation system, delegation, management support). With 

this preceded, it could lead to employees providing various satisfactory services to external 

customers, ultimately resulting in maximized sales and lower turnover rate.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support this proposition, and 32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Nov. 

1 to Dec. 30, 2018 targeting the beauty industry franchise workers which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oute 

Analysis and the like, using programs AMOS 21.0 and SPSS 22.0. As a result, education and training 

did not affect employees' job satisfaction, but the compensation system, delegation, and 

management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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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뷰티산업이란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뷰

티산업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미용기기, 미용용품 등

을 생산, 제조, 개발하는 뷰티제조 산업으로 나뉜다[1]. 

최근 뷰티산업은 헤어미용뿐만 아니라 피부, 네일 메이

크업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급속한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뷰티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관련 프랜차이

즈 업체들이 확대 되면서 점포수에 비해 높은 시장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2]. 이는 중소 규모의 뷰티기업도 

조직화 될 수 있으며 각종 시스템과 기술, 교육, 고객관

리를 체계화, 고급화, 전문화함으로 기술 위주에서 미

용경영 시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한다[3]. 이러한 뷰

티산업은 경영을 기본으로 직원교육과 서비스, 시설, 

인테리어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아가며[4] 고객을 

만족시키는 산업으로 종업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

이다. 그러나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걸림돌은 뷰티분야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이다[5].

뷰티산업은 고객을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는 특성상 종업원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로

써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하락되는 서비스 품질은 뷰티산

업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업체는 종

업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인지하고 직원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원만족을 위한 내부마케팅

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6].

본 연구는 뷰티산업에서 프랜차이즈의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내부마

케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프로

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뷰티산업의 현황

현대사회의 발전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증가 시

켰고, 정보화, 세계화, 및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남녀노

소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었다. 따라서 

뷰티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하고 뷰티산업 종사자의 인

재 개발과 구인, 구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7].

현재 뷰티산업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인 

뷰티서비스산업과 화장품 관련 제조 유통산업, 뷰티기

기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뷰티산업은 아름다움과 타인과의 정서적 소통에 대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이다[8].

최근 힐링,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키워드로 급성

장 하는 신 성장 사업으로 의료 또는 관광 등과 융합하

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발표한 화장품 시장규모에 

의하면 2013년에 104억불이었는데 2015년에는 116

억불, 2016년에는 120억불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7년 전 세계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

였다. 한국 시장은 전년대비 0.9% 성장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발전을 보여줄 것이다[9]. 이러한 발전에는 전세

계적인 K팝 열풍도 뷰티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2.2. 뷰티산업의 프랜차이즈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트렌드가 형

성되고 기업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대형화 체계화를 

바탕으로 미용 프랜차이즈가 급격히 성장하였다[10].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계약이 체결되면 

가맹본부가 정하는 모든 운영방법을 지원받아 사업경

험이 없더라도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방법이다[11].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종 구분은 외식, 서비스, 

도소매로 분류하며, 뷰티산업은 서비스 업종인 이‧미용 

분야로 1993년 프랑스의 쟈끄데샹쥬 미용실이 최초의 

프랜차이즈이다[3].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뷰티와 관련된 119,139개의 사업체 중 2,154개가 프

랜차이즈 업체이고, 이중 헤어는 전체 99,706개 중 

1,301개 이며, 피부는 전체 14,232개 중 690개, 기타 

5,201개 중 163개의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발표되었다. 

이는 뷰티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2.3. 내부마케팅

1970년대 처음 등장한 내부마케팅은 고객을 대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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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의 역할이 중요시되

기 때문에 내부고객인 종업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적 만족도를 높여 줌으로서 외부고객에

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

을 위한 내부마케팅은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으로 중요한 부분이다[12].

Kwon은 내부마케팅의 목표를 종업원들의 고객지향

적 사고를 고취시켜 외부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이윤획득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13].

Choi의 연구에서는 뷰티산업 종업원들의 조직소속

감과 직무만족을 상승시켜 고객지향적 사고를 확립하

면 업무성과도 높아지고 나아가 이직률도 낮출 수 있다

고 하였다[14].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부마케팅은 교육훈련, 보상시

스템, 권한위임, 경영층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

인들이 종업원들에게 제공될 때 직업적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외부고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이는 성공적으로 경영을 이끌 것이라 사료된다. 

2.4. 직무만족

충분하다는 뜻과 충족한 결과를 의미하는 직무만족

은 종업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적 반응과 태도를 의미한다[15].

1950년대부터 조직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

한 지표인 직무만족은[16] 개인의 태도, 신념, 가치, 요

구 등 직무에 갖는 긍정적 정서 상태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금, 승진, 동료, 복리후생, 작업조건 등이

다[17]. 

Kim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의 신념, 욕구, 태도 등 

직무와 관련하여 갖는 감정태도라 하였고, Lee는 종업

원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긍정적 상태, Kim은 전체

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

였다[18-20]. 

위의 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과 종업원 모두 목표실현

과 성공을 위해 직무만족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21].

따라서 기술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뷰티산업 종

업원들은 회사의 정책, 임금, 보상, 성취감, 자아실현 등

을 직무만족 구성요인으로 인지하였다[7].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 구성은 내부마케팅의 교육훈련, 경영

자지원, 권한위임, 보상시스템이 직무성과, 직무만족, 직

무몰입, 감성지능에 대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설문지법

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7]. 

설문지는 내부마케팅의 교육훈련 5문항, 보상시스템 

5문항, 권한위임 5문항, 경영층지원 5문항과 직무만족 6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10문항 등 총36개의 측정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뷰티산업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

안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413부가 회수되었고, 불성

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20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AMOS 21.0,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 

등으로 처리하였다. 

3.2. 연구의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내부마케팅인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경영층지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보상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권한위임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영층지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모형도는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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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300명으로 93.8%, 30

대가 13명으로 4.0%, 40대는 7명으로 2.2%로 나타났

으며, 총 경력은 1년 미만은 80명으로 25.0%, 1∼3년 

미만은 164명으로 51.3%, 3∼5년 미만은 53명으로 

16.6%, 5년 이상은 23명으로 7.1%로 조사되었다. 월

급은 100∼200만원 미만은 241명으로 75.3%, 200∼

300만원 미만은 65명으로 20.3%, 300만원 이상은 14

명으로 4.4%로 조사되었다. 샵 형태는 프랜차이즈가 

320명으로 100%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실장이 87명

으로 27.2%, 팀장은 65명으로 20.3%, 관리사는 168명

으로 52.5%로 인구통계학적 결과는 Table 1과 같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여 내적 일관성을 파악 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

성을 판단하는 Cronbach's α 계수가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며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있다[22]. 분

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0.928에서 0.945로 0.6이

상으로 신뢰성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rtation
Frequency

(order)
Percentage (%)

Age

20 yrstd old 300 93.8

30 years old 13 4.0

40 years old 7 2.2

Total career

Less than a year 80 25.0

Less than 1 tn 3 years 164 51.3

Less than 3 tn 5 years 53 16.6

More the five years 23 7.1

Monthly salary

1-2 million won 241 75.3

200-300 million won 65 20.3

more than 3 million won 14 4.4

Shop form Franchise 320 100.0

position

Manager 87 27.2

Team leader 65 20.3

Management company 168 52.5

Total 320 100

Table 2.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Organization concept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ternal marketing

education and training 5 0.938

compensation system 5 0.928 

delegation 5 0.936

management support 5 0.945

Job satisfaction 6 0.930

4.3.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구성개념별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가설이 설정되면 자

료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기법으로 

연구자의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가설형식

을 모형화하여 원소의 값을 제약하는 것이다[23].

각 개별적 구성개념별로 활용한 설문항목을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각 요인들의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이

었으나, 전체적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교육훈련 2번, 보

상시스템 1번, 직무만족 5, 6번을 제거하여 최적상태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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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loa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factor analysis

Organization 

concept
Category Factor load

Standardized 

estimates
Standard deviation t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nd training 1 1.000 0.803 - -

education and training 3 1.000 0.839 0.058 17.142***

education and training 4 1.132 0.913 0.059 19.149***

education and training 5 1.038 0.876 0.057 18.199***

compensation 

system

compensation system 2 1.000 0.861 - -

compensation system 3 0.965 0.868 0.050 19.49***

compensation system 4 0.978 0.832 0.053 18.283***

compensation system 5 0.932 0.808 0.053 17.50***

delegation

delegation 1 1.000 0.868 - -

delegation 2 1.020 0.896 0.046 22.32***

delegation 3 0.970 0.827 0.051 19.183***

delegation 4 1.036 0.869 0.049 21.031***

delegation 4 0.998 0.861 0.048 20.669***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1 1.000 0.902 - -

management support 2 0.975 0.892 0.040 24.419***

management support 3 0.976 0.889 0.040 24.218***

management support 4 0.990 0.885 0.041 23.971***

management support 5 0.988 0.836 0.047 21.103***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1 1.000 0.824 - -

Job satisfaction 2 1.086 0.849 0.061 17.847
***

Job satisfaction 3 1.036 0.903 0.054 19.252***

Job satisfaction 4 0.839 0.776 0.053 15.705***

* p<0.05, ** p<0.01, *** p<0.001

4.4. 상관관계분석

두 구성개념의 AVE값과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AVE값이 상관계수 제곱보다 큰 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다. 이때 AVE값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

을 갖는다[24]. 본 연구는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ctors

education and 

training

compensation 

system
delegation

management 

support
Job satisfaction

education and 

training
0.736

compensation 

system

0.764**

(0.58)
0.662

delegation
0.525**

(0.27)

0.753**

(0.56)
0.711

management 

support

0.583**

(0.33)

0.732**

(0.53)

0.771**

(0.59)
0.754

Job satisfaction
0.618**

(0.38)

0.807**

(0.65)

0.731**

(0.53)

0.716**

(0.51)
0.678

(   ) 안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 값(AVE)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 상관계수는 0.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5. 가설검증

본 연구는 뷰티산업에서 프랜차이즈의 내부마케팅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이다.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경영층지원은 높아질수록 직

무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훈련

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은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Estimate=0.023, 

C.R.=0.317, p=0.751). 

가설 2는 보상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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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0.513, 

C.R.=5.282, p=0.001).

가설 3은 권한위임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0.200, 

C.R.=2.697, p-0.007).

가설 4는 경영층지원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Estimate=0.167, 

C.R.=2.389, p=0.017). 또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경영층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설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Chae의 연구에서도 보상시스템, 권한위임, 경영

층지원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25], Lee와 Kim도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얻었다[26,27]. 따라서 내부마케팅은 종업원들

의 직무를 만족시키며 나아가 외부고객에 대한 우수

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충성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Table 5.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Hypothesis Path Estimate S.E. C.R. p
Adoption 

status

H1-1
education and training→

Job satisfaction
0.023 0.074 0.317 0.751 Reject

H1-2
compensation system→

Job satisfaction
0.513 0.097 5.282*** 0.001 Adoption

H1-3
delegation→

Job satisfaction
0.200 0.074 2.697** 0.007 Adoption

H1-4
management support→

Job satisfaction
0.167 0.070 2.387* 0.017 Adoption

* p<0.05, ** p<0.01, *** p<0.001

5. 결 론

본 연구는 선행된 논문들을 통하여 내부마케팅의 개

념을 파악하고 뷰티산업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구

조와 특성 및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뷰티산업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내부마케팅을 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뷰티산업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413부가 회수되었고, 불

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20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은 20대가 300

명으로 93.8%로 나타났으며, 총 경력은 1년 미만은 80

명으로 25.0%, 1∼3년 미만은 164명이고, 샵 형태는 

프랜차이즈가 320명으로 100%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실장이 87명으로 27.2%, 팀장은 65명으로 20.3%, 관

리사는 168명으로 52.5%로 개념별 측정항목들의 내

적일관성은 Cronbach's α값을 검증하여 신뢰성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은 0.938, 보상시스템은 

0.928, 권한위임은 0.936, 경영층지원은 0.945, 했습

니다은 0.930으로 신뢰도 수준이 모두 0.6이상으로 

높은 신뢰도가 나타나고 있다.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 재량이 낮은 교육훈련 2번, 보상시스템 1번, 직

무만족 5, 6번을 제거한 후 타당성 분석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고, 

보상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또한 권한위임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층지원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뷰티산업

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영자들은 직무만족을 높

일 수 있도록 내부마케팅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략적

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한 인재를 선발하고 확보한다면 종업원들의 이직률은 

낮아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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