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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학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강생들의 수강 
만족도와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융합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미용학원에
서 수강중인 10~40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여 377부의 설문을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 목적에 맞추어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 서비스 품질의 공감성과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확신성이 높을수록 수강만족도가 높았다. 수강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용학원의 수강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품질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
여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력 향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수강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미용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미용학원, 수강만족도, 교육성과, 교육서비스, 교육품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nvergenc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tudents'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 through research on overall educational service quality factors for beauty 
academ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ducted from March 29 to April 12, 2020 for those in their 
10s and 40s attending beauty academies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and 377 surveys were 
analyzed and used for researc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for research purpos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gher the level of empathy, reliability, 
responsiveness, type, and certainty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as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the higher the educational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s that can enhance the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beauty academies should be improved by diversifying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service expertise. The 
expertise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Theref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enhance future course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nd to develop education methods to enhance the quality of beauty education services.

Key Words : Beauty academy, Teaching satisfaction, Result of education, Education service, Education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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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소득증가와 문화수준의 향상은 뷰티에 대한 관심을 증

가시키고 있으며 미(美)에 대한 욕구와 미용에 대한 관심
도의 증가는 미용관련 산업 분야의 발달을 가져 왔다. 한
국의 미용 서비스산업은 현재 고부가가치성 유망직종으
로 성장하고 있고 미용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미용영역이 
세분화로 미용인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지식과 기술에 있
어서 창의적인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재
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전문 인력을 양성·배출
하는 미용교육기관의 수요와 공급 역시 급증하게 되었으
며, 미용분야의 현업 종사자를 교육하는 미용교육기관에
서도 시장의 활성화와 고급화에 맞추어, 과학적 이론과 
창의성이 겸비된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어진 미용인의 체
계적인 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1,2].

최근에 들어서는 미용교육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고
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의 학원으로 운영되던 미
용교육은 거대한 교육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3], 이러한 
미용학원 산업 부분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 시장의 개념
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어 미용교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
해 체계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4].

미용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뚜렷한 
교육 목적 아래 과학적, 예술적, 사회적, 보건학적 측면 
등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익혀 그들이 전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임을 지각해야 한다[5]. 그런
데 미용학원 대부분은 교육을 서비스로만 접근하고 있어 
미용교육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미용학과 대학생과 미용고등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용학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용학원의 수강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서
비스 품질과 관련된 변수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교육성
과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학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강생들의 수
강 만족도와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미용학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강 만족도
와 교육적인 성과를 높여 미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학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수강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미용학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수강만족도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정확한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를 위해 1차 설계된 설문지
를 인천 지역 미용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설문을 진행했다. 총 40부를 예비
조사 후 설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미용학원에서 수강중
인 10~40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2
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380부를 배포하고 불성실
한 응답자의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377부의 설문을 최
종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 Park[6], 

Han[7]을 참고하여 나이, 전공 분야, 최종 학력, 직업, 학
습 기간, 수강 목적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교육서비스 품질
미용학원의 교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변수는 Kim[8], 

Jeon[9], Lee[10], Hwang[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하여 재구성하였다.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
감성으로 5개 변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2.2.3 수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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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만족도는 Hwang[12], Shin[13], Kim[14], 
Sim[15]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학원, 수업, 수업 진행 
방식, 지식 습득 등 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를 5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Likert 5점 척
도가 사용되었다.

2.2.4 교육성과 
교육성과는 Park[16], Hong[17]의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목적 달성, 경력 개발, 실력 향상, 직업 선택 등 4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연구목적에 맞추어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미용학원 교육 서
비스 품질이 수강만족도,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수강만족도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49.1%, ‘30대’가 22.3%, ‘10대’가 

13.3%, ‘40대’가 11.4%, ‘50대’가 4.0% 순이었고, 전공분
야는 ‘피부’가 33.7%, ‘헤어’가 28.6%, ‘네일’이 20.4%, 
‘메이크업’이 17.2%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39.8%,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24.7%, ‘4년제 대학
교 졸업’이 18.6%, ‘중학교 졸업’이 13.3%, ‘대학원 이상’
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인’이 80.1%, ‘학생’이 19.9%이었으며, 미
용학원 학습기간은 ‘4개월 미만’이 34.0%, ‘2개월 미만’
이 28.1%, ‘6개월 이상’이 19.4%, ‘6개월 미만’이 18.6% 
순이었고, 미용학원 수강 주목적은 ‘취업’이 45.4%, ‘창
업’은 31.3%, ‘기타’는 13.3%, ‘진학’은 10.1% 순으로 조
사되었다.

Characreristics
 Categories Categories Number Percentage

Age

10years 50 13.3

20years 185 49.1

30years 84 22.3

40years 43 11.4

50years 15 4.0

Major field of study

hir 108 28.6

skin 127 33.7

nil 77 20.4

mkeup 65 17.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0 13.3

high school 150 39.8

colleage 93 24.7

university 70 18.6

graduate school 14 3.7

Job
student 75 19.9

peaple 302 80.1

Hairdressing school
study period

≤2monch 106 28.1

4monch 128 34.0

6monch 70 18.6

≥6monch 73 19.4

Hairdressing school
study primary goal

enter school 38 10.1

get a job 171 45.4

establish 118 31.3

others 50 13.3

Total 377 100.0

Table 1. General Characreristics 

3.2 미용학원 교육 서비스 품질이 수강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미용학원 교육 서비스 품질이 수강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미용학원 교육 서
비스 품질이 수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679로 전체 변동
의 67.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
(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
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
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
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
을 알 수 있으며(F=156.964, p<.001), 미용학원 교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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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의 공감성( β=.325, p<.001), 신뢰성( β=.174, 

p<.01), 대응성( β=.157, p<.01), 유형성( β=.127, p<.05), 

확신성( β=.124, p<.05) 순으로 수강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품질의 공감성과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확신성이 높을
수록 수강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 course satisfaction 
level

B SE β t p VIF

(C) .349 .159 2.198* .029

Quality of 
service for 

beauty 
academy 
education

tangibleity .144 .056 .127 2.574* .010 2.831

reliability .165 .052 .174 3.167** .002 3.509

responsiveness .154 .056 .157 2.748** .006 3.758

certainty .132 .062 .124 2.128* .034 3.903

sympathy .334 .065 .325 5.112*** .000 4.683

R² = .679, adj R² = .675, F = 15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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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Effect of Quality of Beauty Academy 
Education on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3.3 미용학원 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미치
는 영향 

미용학원 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미용학원 교육 서비
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688로 전체 변동의 
68.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163.282, p<.001), 미용학원 교육 서비스 품질

의 공감성( β=.351, p<.001), 신뢰성( β=.207, p<.001), 

대응성( β=.144, p<.05), 확신성( β=.127, p<.05) 순으
로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품질의 공감성과 신뢰성, 대응
성, 확신성이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
요하다.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 educational achievement

B SE β t p VIF

(C .224 .161 1.385 .167

Quality of 
 service 

for
 beauty 
academy 
education

tangibleity .092 .057 .079 1.610 .108 2.831

reliability .202 .053 .207 3.816*** .000 3.509

responsiveness .146 .057 .144 2.560* .011 3.758

certainty .140 .063 .127 2.214* .027 3.903

sympathy .371 .066 .351 5.590*** .000 4.683

 = .688, adj R² = .683, F = 16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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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Effect of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on 
Education Performance of Beauty Academy

3.4 수강만족도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강만족도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수강만족도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0.740으로 전체 변동의 74.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
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1066.605, 

p<.001), 수강만족도( β=.860, p<.001)는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
강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 educational achievement

B SE β t p

(C .468 .122 3.840*** .000

curse satisfaction 
level .886 .027 .860 32.659*** .000

R² = .740, adj R² = .739, F = 1066.605***

*** p<.001

Table 4. The Effect of Satisfaction on Educational 
Performanc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미용학원의 교육서비스 품질의 공감성,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확신성이 높을수록 수강만족도
와 교육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학원의 수강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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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품질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강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미용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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