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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사회의 미용은 예술과 과학이 융합적으로 접목된 전문 직종으로서 이, 미용인으로 입문하기 위하여 국가기

술 자격증 취득은 일상적 통관 절차이다. 또한 예비 미용인이 선호하는 이,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과 취업 분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 미용산업에서 성공을 설계하는 뷰티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이,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인식과 동향을 다각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호하는 국가기술 자격증과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남성, 젊은 연령층, 미혼자, 학생층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순위로 

선택한 반면 30대 이상, 기혼자나 이혼자, 자영업자, 회사원, 주부에서는 취업 전망의 선택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용 인재의 본질적 성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기술 자격증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뷰티아카데미 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한다.

주제어 : 이용사,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선호도, 취업

Abstract  Beauty in the modern society is a professional occupation in which art and science are 

fusion-integrated, and in order to enter as a beautician, obtaining a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 is a 

routine customs clearance procedure. As it is time to present objective data on the national technology 

license and employment fields preferred by prospective beauticians, it is a time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trends of the national technical license of the beautician preferred by beauty academy 

students who design success in the future beauty industry.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ferred 

national skill certificate and the desired employment field showed a very high correlation, and the 

personality and interests of the male, younger, unmarried, and student groups were selected as the 

priority, while the 30s or older, married or divorced, self-employed, and office workers, Housewives 

had a much higher rate of employment prospects.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eek the 

essential tendenc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beauty talents,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set a 

desirable direction for R&D for educa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in the future and great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beauty academ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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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용은 고객의 모발과 신체 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여 미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단

히 정진해 나가는 직종이다[1]. 멋과 미(美)를 추구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미용은 예술과 과학이 융합적으

로 접목되어 최근 하나의 전문학문으로 자리를 고착화하

고 있으며[2], 현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미

용인의 위상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3]. 현대인의 미에 대한 다

양하고 디테일한 욕구와 함께 점점 고급화, 세분화 되어 

가는 추세[4] 속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타인과 구별

되는 본인만이 지닌 개성을 부각하여 자신의 매력과 이

미지를 최대한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5]되는 이, 미용 

관련의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이용사,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장, 이용장 등이 있다[6]. 국가기술 

자격증은 해당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충

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숙지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

증하는 제도이며[7], 직업교육과 기술교육 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을 거친 후 해당 직무수행능력의 유무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8]. 직업인으로서 보수나 승진 등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직무수행과 자아실현을 통하여 산업시장에서 

가치를 증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증은 개인

과 산업체 간의 상호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

면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 시

키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능도 지닌다[9]. 

현재 바버 샵과 메이크업 샵이 성장 중인 가운데 이, 

미용 직종에 입문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인 국가기술 자

격증 취득은 미래 미용산업에서 성공을 설계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수한 이, 미용 인재로서의 역량 강

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성공한 이, 미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는 뷰티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

증에 대한 인식, 선호도 및 동향 등에 대해 다각도 분석

함으로써 향후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

래 미용 인재의 본질적 성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뿐

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에 대한 제시를 통해 뷰티아카데

미 시장의 활성화와 미용산업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측정 도구의 구성

미래의 성공한 미용인을 설계하는 뷰티아카데미 수강

생들의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선행 연구 [10], [11], [12], [13]을 참고하

여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선별 측정 도구로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직업,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5문항과 선호하는 자격증, 

선호하는 이유, 자격증 취득 목적, 취업 희망분야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문항의 신뢰도(Cronbach_a)는 0.754

로 0.7 이상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2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미용학원에 수강 중인 남

녀 수강생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의 선호도와 동향 분석 연

구를 위해 300부를 배부하였다. 이중 무응답 또는 무성

의한 설문지 15부는 제외하여 총 285부만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통계검증에서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

준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및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

정을 거친 다음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의 선호도 연구에 참

여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각 변수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셋째, 선호하는 자격증, 선호하는 이유, 자격증 취득 

목적, 취업 희망분야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cross analysis)을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 255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성별로 남성 69명(24.2%)보다 여성의 

비율이 216명(75.8%)으로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는 10

대가 120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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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1.4%), 30대 53명(18.6%), 40대 39명(13.7%), 50대 

이상이 12명(4.2%) 순이었다. 혼인 여부는 미혼이 189명

(6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과 이혼이 각각 74명

(26.0%)과 22명(7.7%)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학생이 

134명(47.0%)으로 절반에 가깝게 차지했으며 회사원은 

60명(21.1%), 자영업 43명(15.1%), 주부는 35명

(12.3%), 기타 13명(4.6%)이었다. 연봉은 1000만 원 이

하가 179명(62.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2000만 

원은 22명(7.7%), 2000-3000만 원은 61명(21.4%), 

3000-4000만 원 21명(7.4%), 4000만 원 이상은 2명

(0.7%)으로 나타났다.

Division
frequency
(persons)

Composition 
ratio (%)

Gender

man 69 24.2

women 216 75.8

Age

10‘s 120 42.1

20’s 61 21.4

30‘s 53 18.6

40‘s 39 13.7

50‘s over 12 4.2

Marital 

status

single 189 66.3

married 74 26.0

divorce 22 7.7

Job

student 134 47.0

employee 60 21.1

self-employment 43 15.1

housewife 35 12.3

Etc 13 4.6

Response to 
needs

below 10 million won 179 62.8

10-20 million won 22 7.7

20-30 million won 61 21.4

30-40 million won 21 7.4

40 million won more 2 0.7

p<0.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2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각 요인 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아래 

Table. 2와 같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반면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

관관계가 커진다. 상관분석 결과 요인 간 상관관계 계수

는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양(+)의 상

관관계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선호하는 국가기술 자격증과 

취업을 희망하는 이, 미용 분야는 매우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커다란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모두 유의

수준 .05 이하 양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referred 
license

Reason for 
preference

Purpose of 
acquisition

Employment 
Hope Field

Preferred 
license

1 .655 .520 .831**

Reason for 
preference

1 .602** .095

Purpose of 
acquisition

1 .741

Employment 
hope field

1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3.3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취득하고 싶은 선호하는 이, 미

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을 제

외한 성별, 혼인 여부, 직업,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성별에서는 남성이 미용사 헤어와 이용사 선호비율이 

79.71%를 차지하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헤어와 피부를 포함하여 고른 선호 분포를 나타냈다. 연

령에서는 10대 대상자들이 메이크업과 네일을 많이 선호

하는 반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헤어의 선호비율이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14]에서 네일미용 종사자

의 연령층이 20대, 30대가 각각 54.2%, 29.7%로 20, 30

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는 국가기술 자격증

의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개인적 흥미나 성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창업이나 취업과 결부된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사료

한다. 

혼인 여부에서도 미혼자들이 다섯 가지 분야의 고른 

선호도를 보인 반면 기혼이나 이혼자는 헤어 미용사의 

선택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직업군에서는 학생이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주부에서는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많이 선호

하였는데, 이는 현실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

고 판단한다. 소득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헤어 자격증의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4호640

Division Hair Skin
Make 
up

Nail Barbe
χ²‘
(p)

Gender
man 43 7 6 1 12 72.265

(.059)women 69 58 47 23 19

Age

10‘s 31 25 33 29 2

56.035*
(.000)

20’s 29 18 7 6 1

30‘s 19 9 12 8 5

40‘s 22 10 2 2 3

50‘s over 7 3 1 0 1

Marital 
status

single 68 41 38 35 7
12.680
(.119)

married 32 16 14 8 4

divorce 12 8 1 0 1

Job

student 31 25 45 31 2

77.287
(.061)

employee 21 22 8 3 6

self-

employment
23 7 4 7 2

housewife 17 12 3 3 1

Etc 4 3 1 2 3

Respon
se to 

needs

below 10 
million won

65 39 38 33 4

50.117
(.215)

10-20 
million won

10 3 3 1 5

20-30 
million won

24 20 10 6 1

30-40 

million won
13 2 1 4 1

40 million won 
more

0 1 1 0 0

*p<.05

Table 3. Preferr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3.4 선호하는 이,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 선택이유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

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4과 같으며, 조

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과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성별로는 남성이 개인 적성과 흥미를 우선순위로 선정

하는 반면 여성 조사 대상자는 개인의 적성과 취업 전망

의 선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젊은 층에서 적성

과 흥미를 많이 선택한 반면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취업 

전망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혼인 여부에서도 

미혼자들이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많이 선택한 것에 

반해 기혼자나 이혼자는 선호하는 자격증의 선택 사유로 

취업 전망을 많이 선택하였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개인

의 적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유를 고루 선택한 반면 자

영업자, 회사원, 주부 등의 직업군에서는 취업 전망을 선

택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연봉 

2000-3000만 원을 기점으로 개인의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 전망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 혼인 경험자, 중장년층의 직종, 고

연봉으로 갈수록 선호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선택 시 

개인의 흥미나 적성보다 경제적인 현실 측면을 우선적 

많이 개입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ivision
Aptitu

de

Intere

st

Job 

prosp
ects

Solicita

tion 
around

Etc
χ²‘

(p)

Gender
man 29 27 9 2 2 10.216

(.014)women 73 37 58 30 18

Age

10‘s 48 22 14 17 19

55.684*
(.006)

20’s 21 28 4 8 0

30‘s 18 14 19 1 1

40‘s 11 8 18 2 0

50‘s over 2 2 7 1 0

Marital 
status

single 75 62 18 24 10
23.932
(.608)

married 15 8 23 8 10

divorce 7 6 9 0 0

Job

student 53 31 17 23 10

86.460
(.243)

employee 17 7 34 1 1

self-
employment

12 8 22 3 0

housewife 6 2 10 5 2

Etc 1 5 0 0 7

Respon
se to 
needs

below 10 
million won

63 53 19 25 19

25.995*
(.002)

10-20 

million won
8 6 4 3 1

20-30 
million won

25 11 23 2 0

30-40 
million won

5 3 12 1 0

40 million 
won more

0 0 2 0 0

*p<.05

Table 4. Reasons for choosing a preferred national 

technology certificate

3.5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목적

이,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의 교차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요인 중 연령과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p<.05) 성별, 혼인 여부, 직업에 따라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성별로는 남녀 모두가 취업 시 강점 요인, 교육의 성취

감을 많이 선택하였다. 연령에서는 친구 따라서 또는 주

위의 권유라고 답한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 시 강점 요인과 교육의 성취감을 많이 선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에서는 미혼자가 친구 따라서 또

는 주위의 권유를 많이 선택한 반면 기혼자나 이혼자에

서는 취업 시 강점 요인을 선택한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

타났다. 직업군에서는 학생들이 친구 따라서 또는 주위 

권유의 선택 비중이 높았으며,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취업 

시 강점 요인을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주부에서는 취업 

시 강점을 선택한 조사 대상자도 많았으나 친구 따라서 

또는 주위의 권유라고 답한 비중도 높았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에서 취업 시 강점 요인을 많이 선택하였지만, 소

득이 증가할수록 취업 요인보다는 교육의 성취감이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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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직무의 향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경제활동의 기

반을 도모하고자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일수록 교육이

나 직무 역량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으리라 판단

한다.

Division

Glass 

for 
employ
ment

Education 
achievem

ent

Beauty 

job 
improve

ment

Follo

w 
frien

d

Solicit

ation 
aroun

d

χ²‘
(p)

Gender
man 33 21 10 4 1 11.979

(.017)women 91 53 17 35 20

Age

10‘s 19 17 8 45 31

87.869*
(.000)

20’s 29 22 6 3 1

30‘s 37 11 5 0 0

40‘s 22 6 3 0 8

50‘s over 7 2 1 1 1

Marital 
status

single 25 30 15 67 52
71.833
(.606)

married 41 13 8 2 10

divorce 18 2 1 0 1

Job

student 27 16 14 45 32

140.039
(.357)

employee 46 6 6 2 0

self-
employment

23 12 6 1 1

housewife 8 2 1 9 15

Etc 6 5 0 0 2

Response 
to needs

below 10 

million won
81 43 9 26 20

*59.017
(.001)

10-20 
million won

7 11 4 0 0

20-30 
million won

12 18 28 3 0

30-40 
million won

3 9 8 1 0

40 million won 

more
0 1 1 0 0

*p<.05

Table 5. Purpose of obtain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3.6 취업 희망분야

조사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6과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

을 제외한 성별, 혼인 여부, 직업, 소득 등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성별로 남성은 헤어미용과 이용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호한 반면 여성 조사 대상자들은 다양한 분야를 선호

하는 가운데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의 선호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 문제를 우선시하는 조사 

대상자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한 자료이며, 미용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중 헤어와 피부 취득자가 가장 많

았다는 선행 연구[15]와도 동일 결과를 나타냈다. 10대

는 메이크업 선호가 월등히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헤어미용을 선호하는 비율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였다. 

혼인 여부와 직업군도 연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회사원 조사 대상자에서 피부미용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

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생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스테틱 

숍 이용 빈도가 타 직종에 비하여 높으며, 미용기술 교육

과정을 위해 퇴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서 기인한다고 사료한다. 

소득별로는 헤어미용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

타났는데, 고소득일수록 메이크업 취업 희망자가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결론

뷰티아카데미 수강생이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과 동향 분석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

(75.8%)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대와 혼인 여부는 각각 

10대(42.1%)와 미혼(66.3%)이 가장 많았다. 직업군으로

는 학생(47.0%)이 절반 가깝게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

며 직업군과 소득으로는 각각 회사원(21.1%)과 연봉 

Division Hair Skin Make up Nail Barbe
χ²‘
(p)

Gender
man 39 7 6 1 16 80.054

(.421)women 75 61 30 48 2

Age

10‘s 30 14 51 22 3

67.067*

(.000)

20’s 21 13 15 11 1

30‘s 35 13 5 8 2

40‘s 26 7 0 4 2

50‘s over 7 3 0 1 1

Marital 

status

single 49 29 58 41 12
20.093

(.010)
married 35 16 11 8 4

divorce 12 8 0 1 1

Job

student 31 26 44 31 2

95.861

(.435)

employee 20 22 8 3 7

self-

employment
23 4 0 14 2

housewife 19 11 1 4 0

Etc 0 0 11 0 2

Respon
se to 

needs

below 10 
million won

44 23 29 18 6

67.067
(.010)

10-20 
million won

29 16 3 12 1

20-30 
million won

18 9 12 8 6

30-40 

million won
16 6 10 4 3

40 million won 
more

3 2 5 1 1

*p<.05

Table 6. Employment hop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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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62.8%)가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국가기

술 자격증과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모두 유의수준 .05 이하 양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은 남성이 미

용사 헤어와 이용사 선호비율이 79.71%를 차지하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대 대상자들이 메이크업과 

네일미용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고 연령으로 갈수록 헤

어미용의 선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이

나 이혼자는 헤어 미용의 선택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학생이 메이크업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주부

에서는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많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도 헤어미용 자격증의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선호하는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선택한 

이유로 남성, 젊은 연령층, 미혼자, 학생층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순위로 선택한 반면 30대 이상 연령

층, 기혼자나 이혼자, 자영업자, 회사원, 주부 등의 직업

군에서는 취업 전망을 선택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

넷째, 이, 미용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으

로는 남녀 모두와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 시 강점 요인과 

교육의 성취감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나 

이혼자, 회사원과 자영업자, 저소득에서 취업 시 강점 요

인을 많이 선택한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 

미혼자, 학생층에서는 친구 따라서 또는 주위의 권유를 

많이 선택하였다. 

다섯째, 희망하는 이, 미용 취업 분야로는 남성은 헤어

미용과 이용사, 여성은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의 선호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10대 연령에서는 메이크업 선호가 월

등히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헤어미용을 선호하는 비

율이 커다란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

록 메이크업 취업 희망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미래 뷰티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선호하는 이, 미용 분야에 대한 냉철한 분석

과 전문적 데이터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더불어 

현대 미용산업을 더욱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리드하면

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하리라 사

료한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 미용 인재들의 본질

적 취향과 성향에 대한 분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객관적 지표도 설정해 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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