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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경험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용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 교육 인식 하위요인을 도출 및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용 교육 인식 요인으로 교육환
경, 운영시스템, 수업내용, 수업관리 4개 예측 변인과 교육만족도 1개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 도구로 이용하였다. 헤어 전공
은 자격증 시험으로, 피부 전공은 이론 및 실기를 교육목적으로 하였고 경력별 관심 강좌에서 경력이 적을수록 헤어 강좌
에, 많을수록 피부 강좌에 관심이 더 많았다(p<0.01). 교육 인식 4개 요인과 교육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고(p<0.01) 
그 중 수업 내용과 수업 관리가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결과가 나타나 수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미용 교육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산업협력활동, 진로 분석, 미용 수업, 학교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미용교육에서 수업 중요성, 수업 어려움, 소통 어려움 등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향후 경력별, 단계별 
교육 과정 개발, 소통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사이버 대학, 미용 교육, 인식, 만족도, 진로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sub-factors for the perception of cosmetology education affecting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the cosmetology education and analyze their effects on career choic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gainst a total of a total of 120 people who had taken the cyber university cosmology 
lecture previously. For cosmetology education perception factors, four predictive variables (educational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curriculum and lecture management) and one variable regarding educational satisfaction were 
derived and used as analysis tools. The purpose of education by academic major was the acquisition of license 
and theory & practice education in hairdressing and skin care, respectively.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 in 
hairdressing lectures as they had little work experience and in skin care lectures when they had extensive work 
experience (p<0.01).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four education perception-related sub-reg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p<0.01). In particular, curriculum and lecture man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s the perception of lectures increased,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cosmetology education (p<0.001). In addition,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career analysis, 
cosmetology lectures and school had influence on career choice. This study found several issues such as 
difficult curriculum and poor communication, and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etter 
communication plan and new educational lectures by career and stage.

Key Words : Cyber University, Cosmetology Education, Perception, Satisfaction,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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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버 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기존 오

프라인대학의한계점인연령별, 지역별, 직업을가진학

습자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1]. 하지만최근들어오프

라인 교육과 비교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취약한 유

대관계로교육효과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교육전반

에서 학습자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

다는 지적이 있다[2].

사이버대학뷰티관련학과에서는산업체에서필요로

하는 미용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국가·민간·수료증 중심의교육이진행되고있으며표

준 교육 과정의 일부 과목만 개설되어 있다.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대부분이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오프라인

대학과는 다른 유형의 내·외적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하

여 휴학 또는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교

수와의 상호 작용,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부족 등이 사이버교육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용 학과를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이루어져

야 하며 학습자들이 미용 사이버대학을 선택 시 고려하

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사이버대학 교육 인식 및 만족도에 관련되는 연구를

살펴보면 학점 은행제 사이버 학습에서 소통 기능과 자

기조절역량강화가필요하고[3], 사이버대학에서교육서

비스, 학습동기, 자기주도 학습 수준과 사회적 실재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 원격대학

재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 학습몰입과학습태도,

학습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고[5], 교수가학생에

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6]. 사이버대학에서 학습자

의 개별 학습 전략, 교수 실재감을 높임으로서 효과적인

E-leaning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고[7], 학습자-교수 상

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촉진이 가상교육의 효

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8].

미용사이버대학교과과정은일반정규대학교과과

정운영과차이가있으며교육환경, 학위인지도에대한

불확실성, 강의운영인력의부족, 학사운영의체계성미

흡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이버대학 미용 관련 연구로

사이버대학뷰티산업관련학과의홈페이지분석을통하

여 8개 대학의 전공 분야별 과목 개설 현황, 교육목표와

표준교육과정과의일치도, 이수학점과졸업요건, 학과

에서제시하는자격증에대해분석하였다[9]. 사이버대학

미용 학과 강의 운영에서 강의진행 만족도를 높게 평가

하였고 강의 방식의 지루함,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

은 강의 등 불만족 사항을 지적하였다[10].

일반 사이버대학, 미용 사이버대학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사이버대학미용교육인식구성요인,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요인,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인식 변인의 하위영

역으로 교육환경, 운영시스템, 수업내용, 수업관리 4개

요인을, 교육 만족도는 1개 요인을 도출하여 교육 인식

하위요인들과 교육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및 교육 만

족도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며사이버대학교육이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미용교육운영실태분석, 교육인식구성요

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이버대학 운영,

사이버대학 선택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인식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관

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교수자

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받지않고일정한학점을이수하여학위를수여할수

있도록 신설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 교육 시설을

말한다[11]. 사이버 교육은 원격 교육, 가상 교육, Online

교육, Web-based 교육, E-lean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

용된다[11].

한국은 2014년 총 19개교에 10만 6493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일부

사이버대학에 존재하는 학사 운영 부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 또한 양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12].

사이버대학 중 건양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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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세계

사이버대학총 8개 대학에뷰티산업관련학과가개설되

어있고[9]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체형

관리, 분장 등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미용

예술감각을균형있게갖춘미용전문인력을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기초역량강화, 전문실무강화, 전문인인재전공강화,

차세대 미용 지도자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대학에서는 기초, 심

화, 응용 단계로 미용사(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아

트,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증과 그 외

민간자격증취득을목표로교과과정을편성하여운영하

고 있는 실정이다[10].

사이버대학 환경 중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시스템 접

근성, 사용용이성, 지원체제등기술적특성이연구되어

왔고[13] 교수적환경에대해서교수-학습도구, 교수실

재감, 응답 적시성, 학교 지원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14,15], 사회적환경에대해서동료의지원, 학습자간상

호 작용 등이 연구되어 왔다[16]. 사이버대학 학위에 대

한 인식이 일반대학 학위보다 열등하다고 보고하였는데

[12] 미용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방식, 교육과정, 교육내

용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2.2 교육 만족도에 대한 인식 
학습 만족도는 학습 참여자의 성취, 보상, 인정 등 만

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전반적인반응이평가기준이되며[17] 전공만족도

와학습자관계조화는학과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8].

사이버 교육의 특징은 교수 중심이 아닌 학습자가 원

하는내용을학습하면서학습과정을스스로점검하고자

신의 능력에 맞게 학습 진도를 조정하거나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19] 저비용, 학습과 현장 실무 능력 향상 및

학위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20]. 사이버교육은수준별, 선호도에맞는내용을선택할

수있고학습자들의학기등록, 수강, 교수자와의커뮤니

케이션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하며 교육 행정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1]. 원격 대학 학습자들

의 교과목 학습 내용이 실생활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적

고 난의도가 높을 때 만족도가 낮으며 학업을 포기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2].

일반 사이버대학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사

이버대학미용교육인식에서교육환경, 운영시스템, 수

업내용, 수업관리가 미용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산

학협력활동, 희망분야와의연계, 진로에대한분석, 사

이버대학교육및수업, 선택학교등이진로선택에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사이버대학 선택 동기, 미용 교육 과정, 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공별 교육목적에 대한

인식및경력별관심있는강좌에대한차이를분석한다.

미용 교육 인식에 대한 하위 변수, 교육 만족도 변수 간

에상관관계를알아보고사이버대학미용교육인식요인

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또한 교육환

경, 운영시스템, 수업내용, 수업관리가 교육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이버 대학 교육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본다.

3.2 연구 대상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연구는서울및경기지역미용관련사이버 대학

의 재학생 및 졸업생 총 135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제외한총 120부를최종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네이버 폼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블로그, 카페,

facebook에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미용 분야 특성상 여

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

공에서 헤어 전공과 피부 전공 선택이 집중되어 있었다

<Table 1>.

3.3 측정도구
본연구는사이버대학미용교육에대한실태를파악

하고사이버미용교육인식에대한구성요인을도출하

여교육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진로결정선

택에도움이되는영향을알아보고자총 41개 문항의설

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일반적특성은 [23]의 연구를토대로 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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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미용 교육 실태는 [10]의 연구 문항을 분석하여

본연구에맞게 5문항으로재구성하였다. 미용교육인식

에대한 구성요인은 [24,25]의 연구 문항을분석하여 하

위영역으로교육환경(8문항), 운영시스템(4문항), 수업내

용(5문항), 수업관리(4문항) 총 4가지를도출하였다. 교육

만족도는 [26]의 연구 설문지를 토대로 4문항으로 재구

성하였다.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10,12,27]의 연구

설문지를 토대로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진로 결정 및

취업, 학교추천관련하여 [28]의 설문지를검토하여 4문

항으로구성하였다. 미용교육인식구성요인, 교육만족

도, 진로선택영향은 5점리커트척도, 기타문항은명목

척도를 이용하였다.

3.4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Table 1> Demographic Data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Gender
Men 12 10.0 Graduated or

Not
Undergraduate 99 82.5

Women 108 90.0 Graduate 21 17.5

Age

Teens 3 2.5

Occupation

Student 30 25.0
20s 62 51.7 Cosmetology 56 46.7

30s 38 31.7
Preparing for Employment·

Business Startup
23 19.2

40s or Older 17 14.1 Other 11 9.1

Academic
Major

Hair 53 44.2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39 32.5
Skin Care 49 40.8 1-5 years 41 34.2
Makeup 12 10.0 5-10 years 26 21.6
Nail 6 5.0 10 years or more 14 11.7

<Table 2>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on the Perception of Cyber University Cosmetology 
Education

Question Category
Educational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Curriculum
lecture

Management
1. Educational supplies are adequate. 0.827 0.174 0.273 0.002
3. I am satisfied with the training environment. 0.802 0.246 0.202 0.007
4. There are favorable environments for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0.800 0.212 0.185 0.163
2. Skills of Students are analyzed. 0.797 0.364 0.193 0.009
6. Theory and training lectures are well balanced. 0.727 0.146 0.275 0.345
8. The lecture evaluation is well reflected. 0.679 0.064 0.170 0.420
7. The curriculum is well organized. 0.628 0.124 0.340 0.450
5. Good communication with school administration. 0.601 0.129 0.143 0.138
10. Stable server access. 0.232 0.778 0.119 0.108
12. Quick processing in taking a lecture after log-in. 0.171 0.763 0.227 0.214
11. Quick response to access problems through remote technology. 0.151 0.655 0.175 0.356
9. There is no inconvenience in use. 0.207 0.619 0.141 0.539
14. The curriculum is diverse. 0.273 0.136 0.787 0.183
13. The curriculum covers my interests. 0.236 0.193 0.749 0.106
15. The curriculum is easy to understand. 0.276 0.057 0.729 0.266
17. Diverse ways of learning are proposed. 0.392 0.195 0.689 0.129
16. I am satisfied with lecture preparations of a lecturer. 0.206 0.294 0.609 0.070
21. The curriculum follows the lecture goals well. 0.270 0.183 0.390 0.780
19. The time for theory and practice is well shared. 0.171 0.185 0.151 0.632
20. Good communication with lecturers. 0.016 0.240 0.154 0.552
18. Adequate lecture data. 0.129 0.209 0.285 0.550

Eigenvalue 8.946 2.160 1.578 1.067
Variance(%) 21.183 16.695 16.013 11.589

Cumulative Percentage(%) 21.183 37.878 53.891 65.480
Reliability 0.891 0.905 0.816 0.713

KMO=0.891, Bartlett`s test χ2=1539.611(df=210,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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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사용하였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χ2=1539.611(p=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

검 결과 값이 0.891이며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에서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결과총 4개의요인이도출되었고각요인을구성

하는 문항의 중심개념을 토대로 교육환경(21.183%), 운

영시스템(16.695%), 수업내용(16.013%), 수업관리

(11.589%)로 명명하였고 이 4개 요인의 적재값이 0.5 이

상으로나타나추출된요인의타당성이확보되었으며신

뢰도 값이 0.60 이상으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Table

2>.

3.5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χ2=211.592(p=0.000)이

므로변수들상이에요인을이룰만한상관관계가충분하

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 결과 값이 0.816로, 공통성

을 점검한 결과에서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

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나타나 신뢰할수준

인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3>.

<Table 3>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Category Satisfaction
1. I learned a lot through the cyber lectures 0.873
3. Cyber education and experiences are helpful to
my work.

0.864

2. I felt that I accomplished something after taking
the cyber lectures.

0.847

4. I am satisfied with cyber education. 0.757

Eigenvalue 2.800

Variance(%) 69.991

Cumulative Percentage(%) 69.991

Reliability 0.834

KMO=0.816, Bartlett`s test χ2=211.592(df=6, p=0.000)

3.6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의통계처리는데이터코딩(data coding)

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0.0 통계 패

키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사이버대학교육

에 대한 인식은 빈도 분석(Frequency)을 사용하였고 직

업, 전공, 경력별 교육 목적, 관심 있는 강좌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대학미용교육인식구성요인, 교육만족도는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신뢰도검증을하였다. 학년별, 전공

별 사이버대학 관리 만족도 주요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

으며 만족도는 Likert 방식에 의한 5단계 척도를 이용하

였다. 또한, 사이버대학미용교육인식구성요인, 교육만

족도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육 인식 구

성 요인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유의확률은 *p<0.05, **p<0.01, ***p<0.001으

로 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4.1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실태 조사 결과
사이버대학 선택 동기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공부를

병행해야해서’가 39.2%로높게나타났으며취업과공부

를모두중요시하고있었다. 사이버교육이시·공간의구

애를받지않고학업과일을병행할수있기때문에직장

생활을하면서필요한전문지식을획득할수있다는점

에서 긍정적이었다.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과정에서

51.7%가 ‘대부분 교육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한다.’로 대

답하였고, 교육목적에서 ‘자격증시험을위한교육위주’

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초 이론과 실습이

되는교육’이 30%이었다. 선행 연구에서교과내용을반

복 학습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한[29] 반면 실

습교육에대해서매우부정적이었고수업이해도에서오

프라인수업보다 35%가어렵다고답하여수업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이필요할것이다<Table 4>.

사이버대학이 자격증 취득, 이론 공부, 실무 향상 등

다양한교육을할수있는곳으로고등교육과본인실력

향상을원하는학습자에게는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 강좌의 접

근이용이한점은있지만운영자, 학습자모두가상강좌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30,31] 사이버 미용 교육 수

업이기존수업보다쉽지않아사이버교육의강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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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 등 개선[32]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관심 있는 강좌에 대한 분석에서 직업 경력이 1년 미

만일 경우에는 헤어 강좌 61.5%, 피부 강좌 33.3% 순으

로 관심을 보였고(p<0.001) 경력이 10년 이상의 경우에

는피부강좌에높게관심을보여경력별다양한강의개

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헤어와 피부 전공별 교육

목적에차이가있으며(p<0.01) 헤어전공자의우선목적

은 자격증 시험이었고 피부 전공자의 우선 교육 목적은

이론과실습교육을위함이었으며선택동기와교육목적

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4.2 미용 교육 인식 요인 정도 분석
사이버대학미용교육인식에서운영시스템, 수업내용,

교육환경, 수업관리순으로나타났고교육환경에서교과

목 편성, 운영시스템에서 원격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학교와의소통, 교사와의소통, 수업자료제공에대해낮

게평가되어소통할수있는창구, 구체적인개선이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7>. [33]는 사이버대학 강의

평가 요인으로 내용설계, 교수-학습 활동, 매체활용, 학

습정도, 강의관리가 교육 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완전사이버 강의는 학습자들의 소통 부족, 자기통제

부족을유발한다고평가하였고[34] 온라인과오프라인을

<Table 4> Analysis of the Current Cosmetology Education of a Cyber University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Reasons for
Choice

I am not comfortable with the admission process of general cosmetology colleges 23 19.1
To enter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school 33 27.5
To earn a license,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17 14.2
For economic reasons and studying 47 39.2

Curriculum

Tuition vari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credits students are taking. 18 15.0
Teaching styles differ by lecturer. 20 17.5
The textbooks and curriculum differ. 19 15.8
Education is mostly given online. 62 51.7

Purposes

Acquisition of license 48 40.0
field training 21 17.5
theory & practice 36 30.0
Other 15 12.5

lectures

Curriculum was satisfying and easy to understand. 25 29.4
It was easy to repeat learning when I did not understand some parts. 43 50.6
Good field training. 3 3.5
I am able to take the lectures when I want. 14 16.5

Understandi
ng of
lectures

Teaching styles were similar to offline lectures. 33 27.5
It was easier than offline lectures. 45 37.5
It was more difficult than offline lectures. 42 35.0

total 120 100

<Table 5> Differences in the Purpose of Education by Academic Major
Category Acquisition of license Field training Theory & practice Other Total χ²(p)
Hair major 29(54.7%) 11(20.8%) 10(18.9%) 3(5.7%) 53(100%) 26.415**

(0.002)Skin care major 16(32.7%) 7(14.3%) 21(42.9%) 5(10.1%) 49(100%)
Total 45(44.1%) 18(17.6%) 31(30.4%) 8(7.8%) 102(100%)

**p<0.01

<Table 6>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lectures of Interest by Career  
Category Hair Skin care Makeup Nail Total χ²(p)

One-year under 24(61.5%) 13(33.3%) 2(5.2%) 0(0.0%) 39(100%)

24.890**
(0.003)

One-five year 19(46.3%) 18(43.9%) 4(9.8%) 0(0.0%) 41(100%)

Five-ten year 9(34.6%) 10(38.5%) 4(15.4%) 3(11.5%) 26(100%)

Ten-year more than 1(7.2%) 8(57.1%) 2(14.3%) 3(21.4%) 14(100%)

Total 53(44.2%) 49(40.8%) 12(10.0%) 6(5.0%) 120(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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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하는, 강의자와 다수의 학습자 사이에 양방향 소통

방법이학습흥미를부여하는효과를낼수있다고분석

하였다[35].

4.3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사이버대학미용교육주요의기술통계및변수간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8> 사이버대학 미용교육

인식 하위요인에서 ‘운영시스템(M=3.50)', ‘수업내용

(M=3.35)', ‘교육환경’(M=3.33)', ‘수업관리(M=3.20)' 순

으로 나타났고 교육만족도는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계수는 0,8 이

하로독립변수의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고 사이버대학 미용교육 인식의 하위 요인 별 교육환

경, 운영시스템, 수업내용, 수업관리는 교육만족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Table 7> Cosmetology Education Constructs Factor of a Cyber University
Category M±SD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supplies are adequate. 3.44±1.09

I am satisfied with the training environment. 3.26±1.06

There are favorable environments for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3.43±1.11

Skills of Students skills are analyzed. 3.33±1.03

Theory and training lectures are well balanced. 3.43±1.07

The lecture evaluation is well reflected. 3.28±1.08

The curriculum is well organized. 3.67±1.05

Good communication with school administration. 3.02±1.06

Average 3.33±1.07

Operating
System

Stable server access. 3.48±1.08

Quick processing in taking a lecture after log-in. 3.50±1.05

Quick response to access problems through remote technology. 3.51±1.02

There is no inconvenience in use. 3.49±1.04

Average 3.50±1.05

Curriculum

The curriculum is diverse. 3.26±0.91

The curriculum covers my interests. 3.29±0.89

The curriculum is easy to understand. 3.33±0.98

Diverse ways of learning are proposed. 3.44±0.98

I am satisfied with lecturer preparations of the a lecturer. 3.42±0.98

Average 3.35±0.95

lecture
Management

The curriculum follows the lecture goals well. 3.30±1.05

The time for theory and practice is well shared. 3.27±1.10

Good communication with lecturers. 3.20±1.04

Adequate lecture data. 3.20±1.09

Average 3.23±1.05

<Table 8>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Variables Regarding the Education through a Cyber University
M±SD

Educational
Environment

Operating
System

Curriculum
lecture

Management
Educational
Satisfaction

Educational Environment 3.33±1.07 1**

Operating System 3.50±1.05 0.702** 1

Curriculum 3.35±0.95 0.563** 0.459** 1

lecture Management 3.20±1.09 0.621** 0.528** 0.562** 1

Educational Satisfaction 3.45±0.91 0.483** 0.480** 0.653** 0.543**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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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0.01). 선행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통하여 일반

사이버대학 학습만족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시스템품질, 교수 실재감, 몰입, 서비스품질, 콘

텐츠 품질 순이라고 보고하였다[12].

4.4 가설의 검증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교육만족도에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환경, 운영시스템, 수업내용,

수업관리는 독립변수로, 교육만족도는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선식이회귀모델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고

회귀모형의설명력은 0.524이고회귀식은통계적으로유

의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F=15.262, p<0.001). 수업관리

의 질이 좋아지면 교육만족도는 0.489의 상승이 있고 수

업내용의 질이 좋아지면 교육만족도는 0.429의 상승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립변수별교육환경과운영시스

템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외적

환경, 운영면에서안정적인경향을보인다[36]는 선행연

구와유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예비보육교사들의능동

적교직선택동기, 수업참여정도, 40대 이상등요인이

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7] 본 연구에서도 수업내용과 수업관리가 교육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결과가 나타나 수업관리, 수업내용이

사이버미용교육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알수있

었다<Table 9>.

4.5 사이버대학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로선택에미치는 영향 중산학 협력 활동, 진로 분

야와 학생에 대한 분석, 미용 수업, 선택 학교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01) 보통 정도

(3.23-3.40)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0>. 선행 연구에서교육내용이취업및진로탐색에큰

영향을미친다고하였는데[38] 본연구를통하여향후미

용 교육 수업 및 미용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9> Testing of Hypotheses Affect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osmetology Education of a 
Cyber University                                                                      (N=120)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Adj R² F(p)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037 0.355 　 2.923

0.524 15.262***

Educational Environment -0.110 0.098 -0.133 -1.127

Operating System -0.002 0.076 -0.003 -0.028

Curriculum 0.387 0.121 0.429 3.196**

lecture Management 0.494 0.079 0.489 6.225***

Dependent Variable: Educational Satisfaction Level **p<0.01, ***p<0.001

<Table 11> Important Factors for Getting a Job or Career after Graduation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Career after graduation

Work at a shop 33 27.5

Get a job at a product-related company 12 10.0

Entrance into a graduate school (4-year college) 34 28.3

Business startup 20 16.7

I do not know yet 21 17.5

Important factors for career choice

Aptitude and competency 86 71.7

Educational background 13 10.8
Household economic status 7 5.8
parent’s expectation 5 4.2

future hope 9 7.5

Willing (or unwilling) to recommend a
cyber university

I would recommend 81 67.5
I would not recommend 39 32.5
Total 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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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alysis of Factors to Influence on 
Career Choice 
Category M±SD F(p)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is helpful 3.40±1.04

6.125***

Analysis of career is helpful 3.38±1.02

Analysis of student is helpful 3.28±1.09

Cosmetology lectures is helpful 3.24±1.10

Cyber University is helpful 3.23±1.01

Average 3.33±1.06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조사에서 ‘4년제 대학원 진학’이

28.3%, 샵 취업이 27.5%로 높게 나타났고 진로 결정에

중요한요소로 ‘적성과실무능력’이가장높은비율을차

지하였고<Table 11>취업과학위를모두중요시하는것

을알수있었다. 현재재학중인사이버대학교를후배들

에게 ‘추천 하겠다’가 67.5%로 실무와 병행하여 짧은 시

간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32%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사이버 대학 미용 교

육 관리, 강의 내용 등 다방면에서 혁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의 미용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성인총 120명을대상으로미용교육인식의하위영역구

성 요인을 재구성하였고 인식 구성 요인이 교육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진로 선택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교육 목적에서 헤어 전공은 54.7%가 자격증을 위한

교육, 피부 전공은 42.9%가 이론과 실습을 위한 교육이

라고응답하였고 35%가수업이난이하다고평가하여미

용교과내용및교육과정을설계함에있어서전공별차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업 난이도의 객관적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버대학의 운영시스템(M=3.50), 교육환경이 수업

내용, 수업관리보다 높게 평가를 하였고 교육환경에서

교과목편성은높게, 학교와의소통, 교사와의소통은낮

게평가되어학교·교수·학습자간의상호작용활성화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 인식 하위 요인과 교육만족도

변수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나

타났고 미용 교육 인식 하위 요인에서 수업내용, 수업관

리가교육 만족도에 유의한정(+)의결과가 나타나수업

에대한인식이높을수록교육에더만족하는것으로나

타났다(p<0.001.).

진로 선택에미치는 영향 중산학 협력 활동, 진로 분

야와 학생에 대한 분석, 수업, 선택 학교가 진로 선택에

보통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p<0.001). 학교추천여부에서 32.5%가추천하지않겠다

고답하여온라인수업이해도향상, 네일과메이크업등

다양한 교육 과정 검토, 실습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현 시점에서 일반화하는데 연구의 한

계가 있지만 사이버대학 환경요인 보다 수업내용, 수업

관리가교육만족도에크게영향을미쳤고수업의어려움,

실습교육불만족[39] 등 문제가확인되어미용교육전반

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용 교육

인식에 대한 요인 도출 및 교육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탐색해 봄으로써 향후 학습자와 학교, 교수와의 소통을

위한구체적방안을구안하고현장실무능력향상을위

한수준별교육과정, 다양한경력의학습자를위한단계

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학습자들이 학교 선택 시 환경

적인요소보다수업등내적요인에대한사전검토를엄

밀히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사이버대학 미용

교육학과운영과학습자학교선택에필요한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연구의조사대상자가서울, 경기지역만을대상으

로 하여 다양한 표본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향후

메이크업과네일아트학습자와졸업생표본을확장하여

미용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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