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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헤어 미용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직업관련 변수에 따라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직업관련 변수와 직업전문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
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소득과 환경만족도에 따라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변
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직업전문성은 월평균 소득, 경력, 환경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직업만족도는 월평균 소득, 
환경만족도, 직업전문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변인들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월평균 소득, 환경만족도, 직업전문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중 직업전문성의 설명력이 가
장 높았다. 따라서 미용종사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과 직업만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직업관련 변수, 직업전문성, 직업만족도, 월평균 소득, 환경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by job-related variable and 
analyzed the effects of job-related variables and job professionalism on job satisfaction among a total of 144 
beauty salon workers in Busan and Ulsa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difference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was found by average monthly income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Second, 
in terms of correlations with variable, job professionalism revealed static correlation with average monthly 
income, employment period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while job satisfaction showed static correlation with 
average monthly income,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job professionalism. In employment perio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Third, regarding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became 
higher as average and job professionalism increased. In particular, job professionalism was the highest in terms 
of exploratory power. So a plan for allowing beauticians to improve confidence i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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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미용산업은 1980년 이전에는 일부계층을

위한 산업에 불과했으며, 미용산업에 대한 인식이 호의

적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

는소비문화의변화는미용산업의 패러다임을바꾸었고,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미용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한 영역을 차

지하고있으며전문직으로의질적차별화를요구하고있다.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용은 전문적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서비스 활동으로 업무의 특성상

개인이 통합적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양산을띠고있으며, 전문성, 독자성을지니고있는만큼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용종사자들은 예술적 감

각을 필두로 하여 통합된 기술과 전문지식, 경험을 고객

에게전달하는서비스전달자로의효과적인역할수행을

필요로하고있다. 특히서비스의질적부분은어떠한전

문인력이매체체가되어서비스가제공되는지에따라좌

우될 수 있는데[1], 서비스와 직결되는 미용은 전문가라

고 인식할 수 있는 전문성의 기본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있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미용종사자들은자신의직

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전문 직업인으로 활

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직

업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전문성재개념화에대한제

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직업전문성은전문직업인이자신의직업에대하여가

지는태도를말하며, 직업집단의조직화, 교육조직의체

계화, 전문적 독점, 직업윤리의 성문화, 사회적 지위, 전

문적 지배, 자율성, 봉사지향성, 가치와 윤리를 고수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2]. 전문성을 인식하는 종사자는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고용 가능성을 결정하게 되고, 조

직차원에서는차별화된상품과지속적인지식서비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역량이 된다[3]. 이를 위해서

는미용조직에있어전문성을추구하고전문성을발휘하

는종사자의인력확보는중요한과제이고여기에는소명

의식도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즉 미용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 인정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하며[4],

전문직으로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직업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5].

한편 Sutton과 Staw는 직업만족을 개인경험을 통해

자신의직업이나직무를평가해서얻게되는유쾌함이나

좋은정서상태라고하였다. 이는직업과관련된직무, 임

금, 승진, 상사, 동료, 근무환경 등의만족을 나타내는감

정적표현이기도한다[6]. 직업만족은직무수행에있어서

중요한원동력이되는데, Locke는 중요한직무가치의완

성에 대해 인정하거나 그 직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인지

로부터출발한즐거운감정으로정의하였다[7]. 조직에서

의직업만족은종사자들의긍정적인태도를갖게하여원

만한 조직생활을 유지하며 이직률과 결근율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애착도나 일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져 종사자 자신의 삶

의 질마저 높아지는 반면, 불만족인 사람은 적응하지 못

해 조직 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직업만족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낮은결근율과지각율을유지하며구성원의도덕적

책임을 다 한다고 강조하였다[8].

종사자들이직업전문성과직업에대한만족도를가지

기 위해서는 물리적·정서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및 연령, 근무경험은 전

문성 인식이 높은 미용사와 낮은 미용사를 구별하는 중

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5]. 특히 전문성에 의한 경험

을인과적조건으로볼때경력이높을수록전문성은높

으며, 경력이 많은 종사자는 조직의 성공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9] 직업관련 변수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10]. 연령이 많은 미용종사자는 경력과 지위가

높을 확률이 높아 소득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많은근무경험은전문성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쳐서

전문성 발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직업만족에대한선행연구에서는경력성과가긍

정적 선행요건으로 작용하게 되면 연령, 직위, 성별 등

개인적특성들은직무만족에도영향을끼치게된다고하

였다[12]. Hall의연구에의하면이들은직위에따라서직

무만족은높아지며[13], 환경만족에 대한근무경력, 급여

수준은 직업만족에도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14].

김예경은 직업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직업만족도 높아지

는 것으로 두 변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15]. 따라서직업전문성과직업만족은밀접한관련이있

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관련 변인은 중요한 핵심

적인 부분으로 이들 변인들의 탐색은 의미가 있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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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다. 종사자의높은전문성은자부심강화와책임의식

으로이어지며, 종사자들에게적합한근무환경은직업만

족으로연결지어져역량발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종사자자신의직업만족도는직업에대한가치를인지시

켜근무의욕고취로이어져고객과기업성과에도밀접한

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미용종사자들의직업전문

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단계에 있으며,

특히 직업관련 변수와 연결 지어서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미용종사자들의직업관련변수

와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성

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용종사

자들의직업전문성에대한질적성장과직업만족도를극

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첫째, 직업관련 변수

에 따라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

째, 변인들간의상관관계는어떠한가? 셋째, 직업관련변

수와 직업전문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전문성
직업전문가는자격을부여받아전문직에종사하고있

는 구성원으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

문성에 근거하여 윤리강령을 고수하며 사회적으로 공헌

하는 직업이다. 이는 전문인으로서 자기직업에 대한 의

지, 사상, 견해와자신의직업을자율적이고독점적권한

을 소유하며,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더불어 봉사심을 갖

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13]. 직업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해언급한연구에서는전문성을가진직업구성원들은

업무에 자신감을 지니는 만큼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껴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4].

2.2 직업만족도
Lock는 직업만족을 “중요한 직무가치의 완성에 대해

인정하거나 직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인지로부터 출발한

즐거운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생리적, 환경

적 만족 등의 종합상태로 직업 활동에서의 직업과업, 직

업조건, 동료관계, 승진, 물리적환경등의다차원적인요

인들을 고려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반응이나 태도라고

하였다. 직업만족도는 종사원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일련의 태도로 인간의 의욕과 동기는 직업만족에 영

향을받는다고하였다[7]. 이는 개인에만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조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 울산지역에 소재한 브랜드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종사자(디자이너)들 144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6∼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

며, 검사는 본 연구자가 미용종사자에게 실시방법을 설

명하고 직접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총 200부를 배

부하여 17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한 26부를 제외한 1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조사도구
3.2.1 직업전문성 측정도구
직업전문성 척도는 Hall[13]이 개발한 도구를 기본으

로 하여 김언권[1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총 25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준거집단활용(5

문항), 서비스 신념(5문항), 자기통제(5문항), 소명의식(5

문항), 자율성(5문항)등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전문

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척도의신뢰도는 Cronbachs'

α= .719 로 나타났다.

3.2.2 직업만족도 측정도구
직업만족도 척도는 최부석의 연구에서[17], 최연희가

[18]가 사용한 척도를 재인용한 김언권의[16] 연구에서

본연구목적에맞게조합, 수정·보안하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직무자체, 장래성, 성취감, 보상체

계, 인간관계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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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의미한다. 이척도의신뢰도는 Cronbachs' α = .901

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

정(Crombach's 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직업관련 변수에 따른 직업만족도와 직업전문성의 차이

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f-test)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넷째,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

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먼저

미용실 종사자의 연령은 20대가 54.9%가 가장 많았고,

월평균소득은 150∼250만원 미만(44.4%), 250∼350만원

미만(2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은 7년 이상

(47.2%)이 많았다. 근무시간은 10~11시간 미만(36.1%)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만족도는 보통이다(47.9%)가 높은

빈도로나타났으며, 이직경혐에서는없다가(47.9%)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직업관련 변인에 따른 직업전문성과 직업
만족도 차이

미용사들의직업관련변인에따라직업전문성과직업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업관련 변인 중 월평균 소득과 환

경만족도에 따라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과 환경만족도에 따라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월평균소득에따라직업전문성(F=3.482, p<.05)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

이는없었다. 그러나직업만족도(F=5.343, p<.001)에서는

사후검증 결과 350미만 집단과 450만원 이상 집단에서

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이많은집단이낮

은 집단보다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만족도에 따라서는 직업전문성(F=9.401, p<.001)

은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결과 보통이다 집단과 만

족, 매우만족집단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환경

만족도에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직업전문성

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직업만족도 역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20.229, p<.001), 사후검증결과

불만족집단, 보통집단과 만족집단, 매우만족집단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집단이

직업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en 28 19.4
Women 116 80.6

Age
20s 79 54.9
30s 54 37.5
40s 10 6.9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KRW 1.5
millon

16 11.1

KRW 1.5∼2.5millon 64 44.4
KRW 2.5∼3.5million 39 27.1
KRW 3.5∼4.5 million 10 6.9
KRW more than
KRW 4.5million

15 10.4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year 5 3.5
1∼2 year(s) 11 7.6
3∼4 years 34 23.6
5∼6 years 26 18.1
7years or longer 68 47.2

Work hours

Less than 8 hours 9 6.3
8∼9 hours 12 8.3
9∼10 hours 38 26.4
10∼11 hours 52 36.1
11hours or more 33 22.9
Dissatisfied 15 10.4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69 47.9

Satisfied 45 31.3
Very satisfied 15 10.4

Turnover
experience

None 69 47.9
Once 37 25.7
Twice 18 12.5
3times or more 20 1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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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
ble

Category
Frequ
ency

Job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S MD F S MD F

Avera
ge
monthl
y

income

Less than KRW
1.5 millon

16 3.38 .33

3.482
*

3.54 a .48

5.343
***

KRW
1.5∼2.5millon

64 3.45 .32 3.66 a .48

KRW
2.5∼3.5million

39 3.58 .32 3.70 a .42

KRW
3.5∼4.5 million

10 3.56 .27 3.67 .39

KRW more than
KRW 4.5million

15 3.71 .30 4.21 b .41

Emplo
yment
period

Less than 2year 16 3.42 .31

1.276

3.62 .57

.266
2∼3 years 34 3.46 .28 3.73 .43
4∼5 years 26 3.53 .34 3.76 .58

5 yearsor longer 68 3.56 .34 3.70 .44

Work
hours

Less than 8 hours 9 3.55 .20

1.338

3.93 .36

1.363
8∼9 hours 12 3.31 .25 3.50 .36
9∼10 hours 38 3.53 .26 3.77 .38
10∼11 hours 52 3.52 .37 3.67 .48
11hours or more 33 3.56 .35 3.72 .61

Turno
ver
experi
ence

None 69 3.48 .33

.676

3.65 .44

1.498
Once 37 3.57 .36 3.85 .57
Twice 18 3.49 .24 3.67 .46

3times or more 20 3.55 .34 3.72 .42

Envir
on
ment
al

Dissatisfied 15 3.53 .41

9.401
***

3.44 a .36

20.229
***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69 3.39 a .28 3.51 a .44

Satisfied 45 3.61 b .29 3.93 b .34
Very satisfied 15 3.78 b .29 4.22 b .44

a, b: Scheffe-test results(a<b). Different letters represent the
existence of s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01

<Table 2> Difference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by Job-related Variable

4.3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경력은월평균소득(r=468, p<.001)과 정적상관이있으

며, 이직경험은경력과정적상관이있었다. 즉 경력이많

은경우월평균소득이높고, 이직경험도많다는것을알

수있다. 환경만족도(r=204, p<.01)는월평균소득과는정

적상관이. 근무시간과는 부적상관(r=-.190)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높고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직업전문성(r=289, p<.001)은월평균소득, 경

력, 환경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으며, 직업만족도(r=308,

p<.001)는월평균소득, 환경만족도, 직업전문성과정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 p<0.05
**. p<0.01

Average
monthly
income

Employ
ment
period

Work
hours

Turno
ver
experi
ence

Environm
ental
satisfacti
on

Job
professio
nalism

Job
satisf
action

Average
monthly
income

1.00

Employment
period

.468** 1.00

Work hours .075 .015 1.00
Turnover
experience

-.089 .212* -.013 1.00

Environmental
satisfaction

.204** .009 -.190* -.059 1.00

Job
professionalism

.289** .173** .089 .068 .319** 1.00

Job
satisfaction

.308** .046 -.035 .051 .527** .553** 1.00

4.4 직업관련 변인과 직업전문성이 직업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미용사들의 직무관련 변인들이 직업전문성과 직업만

족도의영향을알아보기위해우선적으로변인의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직무관련변인과 직업전문성을 독립변

인으로 하고 직업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R²=0.553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또한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don test

를 실시한 결과 2.12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

족시키고 있다.

Variable B β t
Average monthly

income
.71 .166* 2.409

Employment
period

-.043 -.102 -1.835

Work hours -.012 -.028 -.485
Turnover
experience

.035 .079 1.330

Environmental
satisfaction

.192 .328*** 5.252

Job professionalism .765 .522*** 8.360
Constant=.391 R2=0.553 F=29.472** D-W=2.129

Dependent: Job satisfaction

<Table 4> Effects of Job-related Variables on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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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련 변인과 직업전문성이 직업만족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소득(β=.166), 경력(β

=-.141), 환경만족도(β=.328), 직업전문성(β=.522)이었으

며, 변인들의 설명력은 55.3%로 직업전문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즉 근무경력이 적고, 평균소득과 환경만족

도와 직업전문성이 높을수록 미용사들의 직업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용종사자의 직업관련 변수에 따라 직업

전문성과 직업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직업관련 변수와 직업전문성이 직업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용사 144명을

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논의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월평균소득과환경만족도에따라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전문성은

월평균 소득, 경력, 환경만족도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직업만족도는월평균소득, 환경만족도, 직업전문성과정

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낮게 나타나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철형의 직업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경력에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결과는본연

구와 일치한다[19].

셋째, 변인들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 환경만족도, 직업전문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업전문

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상에서와같이월평균소득과환경만족도가직업전

문성과직업만족도와는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

났으며,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직업전문

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관련 변인들 중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긍

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한 윤희정[20]의 연구결과와 월

소득이높을수록직업전문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결과

는 김미영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1].

직무환경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직업전문성은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며 환경만족도의 중요성을 밝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나타냈다[22]. 즉 직업관련변수는직업전문성을고

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작업환

경은높은소득과도연관지어질수있음으로해석할수

있다. 소득이 높은 종사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

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가 가진 전문가로서

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다고여겨진다. 긍정적정

서의 환경은 개인에게는 역량발휘로 이어지며 조직에는

원만한관계형성으로이어질것이라여겨진다.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는 종사자 업무의 배타적 권한에 대한 평가

와도결부되어지는데, 외부사람들의평가보다는전문가

수준의동료의의견이서로를평가하는판단요소가되며

동료들의지지와긍정적평가는자긍심과더불어전문성

을발휘시키는중요한사안이될수있다. 따라서소득과

환경과는밀접한관련이있으며이는직업전문성과도연

결되어 진다고 여겨진다.

직업만족도와 관련하여 월소득과 환경만족도와 직업

전문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Belgn은 직업

과 관련된 변수로 연령, 소득, 전문성을 제시하였고,

Manoilovich and Ketefian은 직업전문성을 가장 영향력

있는변수로설명하며이들변수와직무와의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고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23,22]. 월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24,25], 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직업만족도도높다고나

타난오민규의연구와도일치하였다[26]. 그외월급여가

많고많은임상경력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다고한선

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27,28]. 소득이 직업

만족과관련하여한도희는직무자체가개인이받아야할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간의 차이, 인센티브 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하며 두 변인의 관계를 밝혔다[29].

환경만족도는 근무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계적이

지못한근무환경은이직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으로

환경적요인을영향을미치는변수로설명하면서직무만

족을설명하는중요한선행요인이된다고하였고[30], 환

경만족은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박운성은 직업만족은 개인의

요구충족과관련이있으며이는근무의욕에도영향을미

칠수있음을밝혀두변인이서로밀접한관련이있으며,

변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31]. 이러한

결과는미용종사자들은월소득이높다는것은업무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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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신감이상승되는요인이될수있고전문성과결부

되어져환경에대한권한도스스로찾을수있기때문에

환경만족도와도 관련지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미옥·최희자는 환경만족도의 중요성을 지지하며 미용

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모색해

야 한다고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는 만큼 직업에 대한

만족과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32] 근무환경

의 개선은 직장애착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어지며

이직을감소시키고, 근무의욕을향상시켜직업에만족감

을높인다하여직업환경으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하였

다[33]. 반면 높은 소득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경

험하는것은직무수행에있어자신의역량을펼칠수있

는근무환경이조성되지못하기때문에이직을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안정된 근무환경 변수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조성미는직업만족요인으로자신감을느끼는업무, 마

음에 맞는 동료, 근무환경 등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으

로 직업만족은 인간관계와 생활환경의 복잡한 범위로부

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4]. 미용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부분으로종사자들의직업에대한만족이인간관계적만

족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직원간의 원

만한 관계 형성은 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져 직장에

대한안정감을주는요소가될수있으므로직업에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용종사자의 직업전문

성은 지식과 기술의 능력을 펼쳐서 조직 내 구성원들로

부터 인정받고 외적인 고객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만족도

가 높아져 높은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직업전문성과 직업

만족간의 관계에서 두 변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

혔는데, 직업전문성은직업만족도에영향을미치고있음

을 검증시키는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35,4,5,16]. 직업전문성은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은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긍정적 정서는 직업만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36]. 대상자는 다르지만 김정

미의연구에서전문직이라고생각할수록, 직업에만족할

수록 전문직업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도 높았

다[37]. 김미영·박안숙은 직업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고[21,38], 직업전문성과 직업만족도간에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김예경은 자신의 높은 전문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 하였다[15]. 직업전문성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에도효과를보임을검증한차인자는자신의업무에

대한자신감을지니게하는직업만족도는전문직의미래

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 하여 전문성의 중요성을 확

인시켰다[27]. 신선화는 높은 직업전문성 인식은 업무만

족으로 이어져 고객만족을 위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충

족시켜주는직접적인영향을주는요소가될수있으며

[39], 직업만족에이어직업적소명의식으로이어져긍정

적인영향을줄수있음을확인시켰다[10]. 미용종사자의

전문성에부합되는구체적이고체계적인업무및효율적

인업무수행을들어설명한윤외순은종사자들이전문가

로서의역할을위하여전문성을인식하고있으며전문직

으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하면서 직업전문성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전문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종사

자자신의직업만족으로이어질것을시사하였다[40]. 또

한 김경희도 높은 전문성 인식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수준에도 향상을 시키며[41], 조직과 개인의 목표달성과

도 연관되어진다고하여 중요성을 입증시켰다[10]. 이러

한 결과는 종사자 자신의 삶의 질과 관계지어질것이며

조직에서는 원활한 활동으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미용종사자들이전문성에대한확신과직업만

족에의한책임의식을가지고핵심적인인력으로의역량

을발휘할수있는분위기가우선시되어야하며, 직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소명의식을 강화시키고 직업만족의

긍정적반응들을통해삶의질을높여줄수있다는측면

에서도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직업관련 변인과 직업전문성

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용종사자들

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직업적 가치를 부여하여 직업만

족 강화로 이어져 전문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용종사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핵심은 직

업에대한신념이나가치관을높이기위한동기유발이며

전문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

준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둘째, 미용사들의 직업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직

업에대한책임의식을가질수있는직업적가치를부여

하여 전문직으로의 소명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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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지지또한직업의질을향상시켜직업전문성을높

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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