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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헤어미용분야 NCS기반 교육 효과성의 확인과 향후 개선방안의 모색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니어 헤어디자이너들이 평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 능력단위별 중요도
와 그들이 평가하는 신입디자이너들의 성취도를 IPA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중요도-성취도 간의 차이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헤어미용분야의 NCS교육은 기존 41개 능력단위 중 중점 개선 항목 
6개, 유지 강화 항목 21개, 장기개선 항목 14개, 개선 고려 항목 1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급히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은 창의성의 부족, 최신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부족 등이 나타나 NCS 교육현장에서 헤어디자이너
로서의 창의적 능력개발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 중심어 :∣헤어미용∣헤어미용 NCS∣NCS 능력단위∣NCS 교육과정∣IP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NCS-based education in the field of hair 
beauty applied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each NCS competency unit in the field of hair beauty evaluated by senior hair designers and the 
achievements of new designers evaluated by the IPA method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achievement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this. As a result of the study, NCS 
education in the field of hair beauty was found to be 6 items for improvement, 21 items for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14 items for long-term improvement, and 1 item for improvement 
consideration among the existing 41 competency units. In particular, the lack of creativity and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the latest information, which should be improved urgently, appear, confirming the 
necessity of efforts to develop creative abilities as hair designers in the NCS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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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
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을 의미한다[1]. 정부는 2002년 NCS를 도입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이 생겨나
게 되었으며, 헤어미용분야에서도 2011년부터 NCS가 
실행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 고등학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
훈련학교, 미용학원 등 다수의 미용관련 교육기관에서
는 NCS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모듈을 활용
한 교육을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으며[2],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계와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헤어미용분야는 미용기능경기대회, 작
품전시회 등을 통해 미용의 예술성이나 조화미, 기술적
인 면 등을 평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
술습득 후 산업현장에 투입되었을 경우 산업체에 맞는 
기초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직무 적응에 어려움
이 많아 이에 따른 이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곧 미용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3]. 이에 대한 보완으로 NCS 교육이 실행되고 있으며, 
NCS기반 교육은 산업체 수요자 중심의 직무능력을 기
본으로 인적자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질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중심 인재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무 위주의 인재양성으로 수요자의 요
구를 충족하는 교육이며,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4].

NCS교육에 대해 교육의 표준화가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필요한 융합, 창조적 방향의 교육과는 맞지 않다
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교육의 표준화를 통해서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헤어미용교육 분야의 
경우 같은 교과목이라도 그동안 교수자의 입장에서 제
각각 다른 수준과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평가기
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NCS교육의 

적용을 통해서 교육과정개편에 산업체 실무자가 참여
하게 되었고, 실무중심의 교과목과 그에 적합한 능력단
위와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된 교과목명 등이 제시되었
다. 또한 수행준거와 이에 따른 평가준거와 평가방법이 
제시되면서 능력단위별 성취수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
다[4]. 무엇보다도 헤어미용분야 NCS 교육이수자가 비
이수자 보다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NCS에서 제시하
고 있는 능력단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점
[4]에서 NCS 헤어미용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NCS 관련 선행연구로는 헤어미용 NCS 분석 
및 인식에 관한 연구[5], 특성화고등학교 미용과 헤어미
용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NCS의 능력단위, 국가기술
자격의 실기과제 비교분석[6], NCS기반 미용사(일반) 
자격증제도의 현장 활용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7], 
NCS교육과정의 상용화에 따른 직업훈련교사들의 이해
정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활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
구[8], NCS 뷰티디자인 전문가 평가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9], NCS 기반 헤어미용 교육과 실
무능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10] 등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헤어미용분야에서는 NCS기반 교육과정과 인식
에 관한 연구와 교육실태, 교과과정실태와 능력단위요
소에 관한 분석, 국가자격실태 등에 관한 연구만이 이
루어져 왔다. 국가에서 NCS기반 교육이 산업현장맞춤
형 인력배출이 목적인만큼, 산업현장 내의 시니어 헤어
디자이너들이 어떤 직무를 중요시하는지와 교육이수자
들이 NCS 교육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숙련도를 갖추었
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NCS 교육이 나아갈 방
향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제시되어 있는 헤어미용분야 
능력단위에 대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시니어헤어디
자이너들의 능력단위별 중요도와 그들이 인식하는 교
육이수 주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능력단위별 성취도 간
의 간극을 확인해 보는 것은 헤어미용 NCS교육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
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보다 더 노력
하고 집중해야 할 능력단위를 확인할 수 있음을 통해 
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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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을 대상으

로 NCS 헤어미용분야의 능력단위에 대한 중요도 인식
과 NCS기반 교육이수 후 산업현장에 투입된 1년 미만
의 주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성취도에 대한 인식을 실
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시니어헤
어디자이너들이 평가하는 NCS 헤어미용분야 능력단위
별 중요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각 능력단위별로 주니
어헤어디자이너들의 직무수행능력 성취도, 즉 해당 능
력에 대한 주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성취에 대한 시니
어헤어디자이너들의 인식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 헤어미용 NCS기반 교육의 방향성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능력단위별 중요도와 
성취도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헤어미용
분야 NCS 교육현장에서 능력단위별 교육의 중요도가 
산업현장에서의 능력단위별 성취도로 이어질 수 있도
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현직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NCS기반 헤
어미용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현직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이 평가하는 
NCS기반 헤어미용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3. 현직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이 인식하는 
NCS기반 헤어미용교육을 이수한 주니어헤어디자
이너들의 NCS교육 능력단위별 성취도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4. 현직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이 인식하는 
NCS기반 헤어미용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와 주니
어헤어디자이너들의 성취도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NCS 능력단위
NCS의 구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무는 NCS 분류체계의 세분
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NCS를 개발한
다[1]. 능력단위란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 가능
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이다. 능력단위요소는 해당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으로 능력
단위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한 것이다. 
NCS 분류표 상세분류의 하위단위로서 NCS의 기본 구
성요소에 해당한다. 능력단위의 구성요소는 능력단위분
류번호, 능력단위명칭, 능력단위정의, 능력단위요소(수
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분류되어 있다. NCS 능력단위
의 능력단위분류번호는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2자리로 표현하고, 능력단위
명칭은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이며, 능력단위정
의는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
으로 기술하고, 능력단위요소는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한다. 수행준거는 능력단
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
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식·기술·태도는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말하며, 적용범위 및 작업 상황은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과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
비, 도구, 재료를 말한다. 평가지침은 능력단위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며, 직업기초능력은 능력단위별로 업무수행을 위해 기
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을 말한다[1].

2. 헤어미용 능력단위와 교육에 대한 기존 인식
헤어미용분야 최초(1차) NCS 능력단위 개발연도는 

2011년이었으며, 2차는 2014년, 3차는 2016년, 2020
년 03월에는 2017년에 개발된 4차 NCS 능력단위를 
적용하여 교육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NCS 홈페이
지를 통해 학습모듈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학습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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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15년 샴푸와 트리트먼트, 커트디자인, 헤어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디자인, 헤어스타일연출, 두
피·모발관리까지 총 6개의 모듈만 활용되었고, 2019년
은 업스타일, 특수머리연출, 미용경영 등 2017년에 개
발된 4차 능력단위를 적용한 20개의 학습모듈이 활용
되고 있다[1].

헤어미용직무는 미적 욕구 충족을 통해 정서적 만족
감 및 자존감을 높이려는 고객에게 미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펌, 헤어컬러, 두피·모발
관리, 헤어스타일연출, 메이크업 등의 미용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을 의미한다[1]. 헤어미용분야 NCS기반 능력
단위는 직무정의에 따른 주요 내용은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능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학습자가 산업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주
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1]. 정의된 직무를 바
탕으로 41개의 능력단위는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되
어 있다.

표 1. 헤어미용 NCS기반 능력단위
능력단위 능력단위

1 미용업안전위생관리 22 볼륨매직헤어펌

2 두피·모발 관리 23 디자인헤어컬러

3 헤어미용전문제품사용 24 베이직업스타일

4 고객응대 서비스 25 응용드라이

5 헤어샴푸 26 헤드스파케어

6 특수목적 샴푸 27 고객불만관리

7 베이직 헤어펌 28 헤어트렌드분석

8 롤 헤어펌 29 헤어디자인개발

9 매직스트레이트헤어펌 30 콤비네이션헤어커트

10 기초드라이 31 크리에이티브헤어커트

11 헤어컬러분석 32 크리에이티브헤어컬러

12 베이직헤어컬러 33 크리에이티브업스타일

13 그레이헤어컬러 34 전통헤어스타일 연출

14 원랭스헤어커트 35 가발헤어스타일 연출

15 고객관계관리 36 디자인헤어타투

16 헤어스타일상담 37 미용업홍보관리

17 그래쥬에이션헤어커트 38 미용업재고관리

18 레이어헤어커트 39 미용업재무관리

19 쇼트헤어커트 40 미용업인사관리

20 디자인헤어펌 41 미용업교육관리

21 디지털세팅헤어펌

이와같이 헤어미용분야 NCS기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산업현장에서는 전공학위취득 
후 취업해도 직무능력이 산업현장에서의 요구와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11]. 

이는 헤어미용분야 인력이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지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반영하
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본적인 테크닉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상담교육, 인성교육, 마인드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교육, 고난이도교육, 기술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직
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직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5].

3. IPA 기법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은 

1977년 Martilla & James가 처음 자동차 산업 서비스
의 중요성에 대한 파악을 시도한 이래 경영,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경쟁력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12]. 무엇보다 
IPA기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결과해석이 쉬우며 문제제
시가 명확하여 실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손쉽게 한
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
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가진 여러가지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어려운 통계기법 없이 평균값(mean)과 4사분면
의 메트릭스만을 가지고 쉽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고 그를 통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
과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13]. 특히 분석값의 
설정에 있어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평균값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이 4사분면의 매트릭스로 
나타나는데, 1사분면은 항목 중 강점 항목으로 지속적
으로 강점을 유지(Keep Up the Good Work)해야 할 
항목을 의미하고, 2사분면은 약점항목으로 집중
(Concentrate Here)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이
고, 3사분면은 약점항목으로 개선의 노력에 있어 저순
위(Low Priority)의 항목이며, 마지막 4순위는 강점이
지만 필요성이 낮은(Possible Overkill) 항목들을 의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교육이나 마케팅 현
장에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합
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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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A 매트릭스(출처 : Martilla & James, 1977)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현

재 헤어살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시
니어헤어디자이너로 헤어미용 NCS기반 교육을 대학과 
미용고등학교, 평생교육원, 미용전문학교, 미용학원 등
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주니어헤어디자이너를 1명 이
상과 함께 근무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법
(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9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NCS 헤어미용분야 41
개의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각 능력단위에 대한 중요도
는 리커드 5점 척도로 각 능력단위에 대한 헤어미용분
야 NCS 교육이수자들의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도 리커
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점수가 클
수록 중요(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여 1점은 전혀 
중요(만족)하지 않다, 2점은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
다, 4점 중요(만족)하다, 5점 매우 중요(만족)하다를 의
미한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3일∼2020년 8월 22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를 대면하여 설문 취지와 방
법을 설명한 후, 현장에서 설문을 받고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엑셀코딩 후 SPSS 
Ver. 25.0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응답의 유효성 검증 
및 평균값 산출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후 
IPA(Impo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위한  산

포도(Scatter plot) 작성을 통해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
석하고 이를 통해 4/4분면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중요도 .939, 성취도 .974, 견해 
.866으로 모두 .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
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

별은 여성 65명(72.2%), 남성 25명(27.8%), 연령은 40
대가 31명(34.4%)으로 가장 높은 빈도율을 나타내고, 
30대 28명(31.1%), 20대 22명(24.4%), 50대 9명
(10.0%), 학력은 전문학사가 41명(45.6%)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고졸 19명(21.1%), 4년제 대학교 졸
업 15명(16.7%), 대학원이상 13명(14.4%), 직위는 헤
어디자이너 59명(65.6%)으로 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 30명(33.3%), 경력은 5~10년 29명(32.2%)로 가
장 많았고, 11~15년 20명(22.2%), 16~20년 18명
(20.0%), 26년 이상 14명(15.6%), 21~25년 9명
(10.0%), 근무지역은 서울이 45명(50.0%), 경기·인천지
역 41명(45.6%), 수도권 외 지역 4명(4.4%) 등으로 나
타났다.

표 2. 일반적 특성                             (n=90)

문항 구분 빈도 %

성별 남 25 27.8
여 65 72.2

연령

20대 22 24.4
30대 28 31.1
40대 31 34.4
50대 9 10.0

학력

고졸 19 21.1
전문대 41 45.6
대학교 15 16.7

대학원 이상 13 14.4
기타 2 2.2

직업
헤어디자이너 59 65.6

원장 30 33.3
기타 1 1.1

경력
5-10년 29 32.2
11-15년 20 22.2
16-20년 1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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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2.1.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에 대한 시니어헤어디자

이너들의 견해
본 연구의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에 대해 시니어 헤

어디자이너의 견해는 [표 3]과 같다. 
현직 헤어디자이너 헤어미용분야 NCS 교육의 필성

(M=3.99, SD=.893), 직무능력향상효과(M=3.90, 
SD=.779)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육 이수자들의 
성취(M=3.47, SD=.767)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의 개선
(M=3.98, SD=.653)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
다.

표 3. NCS교육에 대한 견해

2.2.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에 대한 시니

어헤어디자이너들의 평가는 [표 4]와 같다. 
중요도 순위로 1순위는 4.데스크안내 업무와 대기 고

객 응대하기와 고객 배웅하는 능력(M=4.678, 
SD=.6329)과 5.헤어샴푸와 헤어트리트먼트하는 능력

(M=4.678, SD=.650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3
순위는 10.스트레이트 드라이와 C컬 드라이하는 능력
(M=4.622, SD=.6285)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4순위는 
1.미용사 개인의 위생과 미용업소위생관리와 미용업 안
전사고 예방능력(M=4.589, SD=.7014)을 중요시 생각
하였다. 5순위는 3.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하는 방법과 
제품 추천하는 능력(M=4.567, SD=.7039), 6순위는 2.
두피·모발관리준비와 관리하기와 마무리하는 능력
(M=4.566, SD=.7512), 7순위는 7.기본 45도, 90도, 
135도 와인딩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4.544, 
SD=.6210), 8순위는 9.매직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4.522, SD=.6907), 9순위는 8.롤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4.500, SD=.6404)
과 18.레이어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M=4.500, SD=.7228)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41순
위로는 36.헤어타투 도안을 설계하여 헤어타투를 실행
하는 능력(M=2.933, SD=1.1592)이 중요도순위에서는 
낮게 나왔다. 

표 4. 헤어미용분야 NCS 항목별  중요도
항목 M(SD)

1. 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3.68±
.992

2. 귀하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있어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9±
.893

3. 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이 직무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0±
.779

4. 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 이수자 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3.47±
.767

5. 귀하는 NCS교육 이수자가 고객접객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1±
.777

6. 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0±
.737

7. 귀하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의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8±
.653

항목 M(SD) 순
위

4.데스크안내업무와대기고객응대하기와고객배웅하는능력 4.67±
.632 1

5.헤어샴푸와헤어트리트먼트하는능력 4.67±
.650 1

10.스트레이트드라이와C컬드라이하는능력 4.62±
.628 3

1.미용사개인의위생과미용업소위생관리와미용업안전사고
예방능력

4.58±
.701 4

3.헤어미용전문제품사용하는방법과제춤추천하는능력 4.56±
.703 5

2.두피·모발관리준비와관리하기와마무리하는능력 4.55±
.751 6

7.기본45도,90도,135도와인딩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54±.
621 7

9.매직스트레이트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52±
.690 8

8.롤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50±
.640 9

18.레이어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4.50±
.722 9

12.베이직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4.48±
.604 11

17.그래쥬에이션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4.48±
.738 11

14.원랭스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4.44±
.780 13

21.디지털세팅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37±
.696 14

22.볼륨매직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37±
.772 14

21-25년 9 10.0
26년 이상 14 15.6

근무처
서울 45 50.0

경기, 인천 41 45.6
수도권 외 지역 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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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헤어미용 NCS 교육이수자들에 대해 인식된 능
력단위별 성취도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이수자들에 대한 능력단위별 
성취도에 대한 현직 헤어디자이너들의 평가는 [표 5]와 
같다. 가장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1-10순위까지의 항
목을 살펴보면, 1위가 5.헤어샴푸와 헤어트리트먼트하

는 능력(M=4.144, SD=.9187). 2순위로는 1.미용사 개
인의 위생과 미용업소 위생관리와 미용업 안전사고 예
방 능력(M=4.011, SD=.9772), 3순위는 10.스트레이트
드라이와 C컬 드라이하는 능력(M=3.767, SD= 9247), 
4순위는 2.두피·모발관리준비와 관리하기와 마무리하
는 능력(M=3.544, SD=.8889), 5순위는 4. 데스크안내
업무와 대기 고객 응대하기와 고객 배웅하는 능력
(M=3.500, SD=.9744), 6순위는  3. 헤어미용전문제품 
사용하는 방법과 제품 추천하는 능력(M=3.378, 
SD=.8687), 7순위는 38. 미용업 재고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M=3.367, SD=.9174). 8순위는 14. 원
랭스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3.311, 
SD=.9075), 9순위는 9. 매직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3.300, SD=1.0857), 10순위는 8. 
롤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M=3.289, SD= 
.86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취도 합계(M=2.887, 
SD=.6945)와 앞의 중요도 합계(M=4.073, SD=.4596)
을 비교해 봤을 때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의 수준이 현
저히 낮아 헤어미용 현장에서의 헤어미용분야 NCS교
육이수자들이 평가하는 성취도 수준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이 인식하는 NCS 항목별 성취도

27.불만족고객응대와처리하여고객불만관리하는능력 4.36±
.725 16

15.고객정보를수집하여활용관리하는능력 4.34±
.809 17

23.디자인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4.28±
.707 18

16.고객미용서비스정보를수집하여스타일제안하고요금설
정하는능력

4.27±
.793 19

20.세로,블록형,더블와인딩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4.26±
.715 20

25.S컬드라이와S-S컬드라이하는능력 4.25±
.712 21

28.헤어트렌드정보수집하여분석하는능력 4.20±
.796 22

29.헤어디자인계획하여연출하는능력 4.11±
.892 23

26.헤드스파케어준비하여실행하고마무리하는능력 4.07±
.782 24

6.특수목적샴푸하기와특수목적트리트먼트하는능력 4.06±
.776 25

24.베이직업스타일을준비하여진행하고마무리하는능력 4.05±
.826 26

38.미용업재고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력 3.9±
.847 27

31.크리에이티브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3.86±
.876 28

30.콤비네이션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3.84±
.819 29

11.블리치레벨차트만들기와헤어컬러색상환만들과헤어컬
러보색중화하는능력

3.83±
1.019 30

37.미용업홍보활동을계획하여실행하는능력 3.78±
.942 31

32.크리에이티브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3.77±
.871 32

33.크리에이티브업스타일을준비하여진행하고마무리하는
능력

3.70±
.905 33

19.장가위헤어커트와클리퍼헤어커트를하고쇼트헤어커트
마무리하는능력

3.57±
1.208 34

13.그레이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3.48±
1.114 35

41.미용업교육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력 3.34±
1.093 36

40.미용업인사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력 3.30±
1.106 37

39.미용업재무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력 3.25±
1.055 38

34.전통헤어스타일을준비하여연출하는능력 3.03±
1.165 39

35.가발헤어스타일연출과헤어익스텐션하는능력 3.03±
1.106 40

36.헤어타투도안을설계하여헤어타투를실행하는능력 2.93±
1.159 41

합계 4.07±.
459

항목　 M(SD) 순위

5. 헤어샴푸와 헤어트리트먼트 하는 능력 4.14±
.918 1

1. 미용사 개인의 위생과 미용업소 위생관리와미용업 안전
사고 예방 능력

4.01±
.977 2

10. 스트레이트 드라이와 C컬 드라이하는 능력 3.76±
.924 3

2. 두피·모발 관리 준비와 관리하기와 마무리하는 능력 3.54±
.888 4

4. 데스크 안내업무와 대기고객 응대하기와 고객 배웅하는 
능력

3.50±
.974 5

3.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하는 방법과 제춤 추천하는 능
력

3.37±
.868 6

38. 미용업 재고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3.36±
.917 7

14. 원랭스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31±
.907 8

9. 매직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30±
1.085 9

8. 롤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3.28±
.864 10

7. 기본 90도,45도, 135도 와인딩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
력

3.20±
.876 11

21. 디지털세팅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18±
.846 12

26. 헤드스파케어 준비하여 실행하고 마무리 하는 능력 3.05±
.964 13

22. 볼륨 매직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04±
.958 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4780

2.4.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 인식 
성취도 간의 차이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 인식 성취도 
차이 분석을 보면 [표 6]과 같이 41개 전 항목에서 중
요도와 성취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비해 주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성취
도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높게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18. 레이어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23. 
디자인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33. 크리에
이티브 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능
력, 31 .크리에이티브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
력, 27. 불만족 고객응대와 처리하여 고객 불만 관리하
는 능력, 29. 헤어디자인 계획하여 연출하는 능력 등으
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
이를 지적하고 있다.

 
표 6. NCS 항목별 중요도–성취도 인식과의 차이

12. 베이직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03±
.965 15

15.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관리하는 능력 3.03±
.929 15

6. 특수목적 샴푸하기와 특수목적 트리트먼트 하는 능력 3.02±
.911 17

17. 그래쥬에이션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3.00±
1.016 18

20. 세로,블록형,더블 와인딩을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98±
.953 19

16. 고객 미용서비스 정보를 수집하여 스타일 제안하고 요
금 설정하는 능력

2.91±
1.056 20

25. S컬 드라이와 S-S컬 드라이 하는 능력 2.90±
.972 21

27. 불만족 고객 응대와 처리하여 고객 불만 관리하는 능
력

2.86±
1.007 22

28. 헤어트렌드 정보 수집하여 분석하는 능력 2.85±
1.000 23

37. 미용업 홍보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2.77±
.957 24

18. 레이어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76±
.972 25

11. 블리치 레벨차트 만들기와 헤어컬러 색상환 만들과 헤
어컬러 보색 중화하는 능력

2.72±
1.017 26

23. 디자인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2.72±
.983 26

24. 베이직 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능
력

2.62±
.906 28

29. 헤어디자인 계획하여 연출하는 능력 2.61±
1.056 29

13. 그레이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40±
1.089 30

40. 미용업 인사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2.40±
1.178 30

30. 콤비네이션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37±
.954 32

39. 미용업 재무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2.36±
1.085 33

41. 미용업 교육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2.36±
1.116 33

31. 크리에이티브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32±
.969 35

32. 크리에이티브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2.32±
1.058 35

19. 장가위 헤어커트와 클리퍼 헤어커트를 하고 쇼트 헤어
커트 마무리 하는 능력

2.27±
1.171 37

35. 가발 헤어스타일 연출과 헤어 익스텐션 하는 능력 2.23±
1.071 38

33. 크리에이티브 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능력

2.14±
.954 39

36. 헤어타투 도안을 설계하여 헤어타투를 실행하는 능력 2.13±
1.113 40

34. 전통 헤어스타일을 준비하여 연출하는 능력 2.10±
1.060 41

합계 2 . 8 8 ± 
.694

항목　 평균차 순위 t/p

18.레이어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1.7333 1 13.733***

23.디자인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1.5667 2 12.689***

33.크리에이티브업스타일을준비하여진행
하고마무리하는능력 1.5556 3 11.842***

31.크리에이티브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
는능력 1.5444 4 12.202***

27.불만족고객응대와처리하여고객불만관
리하는능력 1.5000 5 12.230***

29.헤어디자인계획하여연출하는능력 1.5000 5 11.091***

17.그래쥬에이션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
는능력 1.4889 7 11.577***

30.콤비네이션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
능력 1.4667 8 12.726***

32.크리에이티브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
는능력 1.4556 9 10.844***

12.베이직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1.4556 9 13.006***

24.베이직업스타일을준비하여진행하고마
무리하는능력 1.4333 11 11.078***

16.고객미용서비스정보를수집하여스타일
제안하고요금설정하는능력 1.3667 12 11.124***

25.S컬드라이와S-S컬드라이하는능력 1.3556 13 11.535***

7.기본90도,45도,135도와인딩을하여마
무리하는능력 1.3444 14 12.135***

28.헤어트렌드정보수집하여분석하는능력 1.3444 14 11.353***

22.볼륨매직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1.3333 16 11.176***

15.고객정보를수집하여활용관리하는능력 1.3111 17 11.225***

19.장가위헤어커트와클리퍼헤어커트를하
고쇼트헤어커트마무리하는능력 1.3000 18 10.495***

20.세로,블록형,더블와인딩을하여마무리
하는능력 1.2778 19 10.615***

9.매직스트레이트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
는능력 1.2222 20 10.176***

8.롤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1.2111 21 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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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2.5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분석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4개 영역 중 41개 문
항에서 나타난 IPA결과는 다음 [그림 2]에 정리 하였으
며 중점 개선 항목 6개, 유지 강화 항목 21개, 장기개선 
항목 14개, 개선 고려 항목 1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 인식 성취도 
매트릭스

2.6 헤어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개선 방안 헤어
미용 NCS교육 능력단위별 중요도-인식 

성취도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표 7]과 같다. 
먼저 중요도는 높으나 인식된 성취도가 낮은 능력단

위로 교육현장에서 신속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항목
은 29. 헤어디자인 계획하여 연출하는 능력과 24. 베이
직 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능력, 
23. 디자인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8. 레
이어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27. 불만족고
객응대와 처리하여 고객 불만 관리하는 능력, 28. 헤어
트렌드 정보수집하여 분석하는 능력 등 6개의 항목들
로 이들 항목들은 다른 항목 대비 우선적으로 집중보완
이 필요하므로 추후 더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도도 높고 인식된 성취도도 높은 능력단위
로 현재 수준의 노력을 유지해야 할 항목은 총 20개의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5. 헤어샴푸와 헤어트리트먼트
하는 능력과 1. 미용사 개인의 위생과 미용업소위생관
리와 미용업 안전사고예방 능력, 10. 스트레이트드라이
와 C컬 드라이하는 능력, 2. 두피·모발관리준비와 관리
하기와 마무리하는 능력, 4. 데스크안내업무와 대기고
객 응대하기와 고객 배웅하는 능력, 3. 헤어미용전문제
품 사용하는 방법과 제품 추천하는 능력, 8. 롤 헤어펌
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9. 매직스트레이트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7. 기본 45도, 90도, 135도 와
인딩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4. 원랭스 헤어커트를 

3.헤어미용전문제품사용하는방법과제춤
추천하는능력 1.1889 22 10.444***

21.디지털세팅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
력 1.1889 22 10.872

4.데스크안내업무와대기고객응대하기와
고객배웅하는능력 1.1778 24 10.089***

14.원랭스헤어커트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1.1333 25 9.742***

11.블리치레벨차트만들기와헤어컬러색상
환만들과헤어컬러보색중화하는능력 1.1111 26 9.900***

13.그레이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하는능력 1.0889 27 9.589***

6.특수목적샴푸하기와특수목적트리트먼
트하는능력 1.0444 28 9.356***

26.헤드스파케어준비하여실행하고마무리
하는능력 1.0222 29 10.106***

2.두피·모발관리준비와관리하기와마무리
하는능력 1.0111 30 9.189***

37.미용업홍보활동을계획하여실행하는능
력 1.0111 30 8.668***

41.미용업교육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
력 .9778 32 8.933***

34.전통헤어스타일을준비하여연출하는능
력 .9333 33 8.129***

40.미용업인사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
력 .9000 34 8.051***

39.미용업재무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
력 .8889 35 8.635***

10.스트레이트드라이와C컬드라이하는능
력 .8556 36 8.299***

35.가발헤어스타일연출과헤어익스텐션하
는능력 .8000 37 7.075***

36.헤어타투도안을설계하여헤어타투를실
행하는능력 .8000 37 7.615***

38.미용업재고관리를계획하여실행하는능
력 .6111 39 5.432***

1.미용사개인의위생과미용업소위생관리
와미용업안전사고예방능력 .5778 40 5.578***

5.헤어샴푸와헤어트리트먼트하는능력 .5333 41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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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21. 디지털세팅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5.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관리
하는 능력, 17. 그래쥬에이션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
하는 능력, 12. 베이직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
력, 22. 볼륨매직 헤어펌을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6. 
고객 미용서비스 정보를 수집하여 스타일 제안하고 요
금 설정하는 능력, 20. 세로, 블록형, 더블 와인딩을 하
여 마무리하는 능력, 26. 헤드스파 케어 준비하여 실행
하고 마무리하는 능력, 6. 특수목적 샴푸하기와 특수목
적 트리트먼트하는 능력, 25. S컬 드라이와 S-S컬 드라
이하는 능력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지금과 같이 유지
시키고 강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중요도와 인식된 성취도가 모두 낮은 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6. 헤어타투도안을 설계하여헤어타
투를 실행하는능력, 34. 전통헤어스타일을 준비하여 연
출하는 능력, 35. 가발헤어스타일연출과 헤어익스텐션
하는 능력, 39. 미용업 재무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40. 미용업 인사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41. 미용업 교육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13. 
그레이 헤어컬러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9. 장가위 
헤어커트와 클리퍼 헤어커트를 하고 쇼트헤어커트 마
무리하는 능력, 33. 크리에이티브 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능력, 32. 크리에이티브 헤어컬러
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30. 콤비네이션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31. 크리에이티브 헤어커트를 
하여 마무리하는 능력, 11. 블리치 레벨 차트 만들기와 
헤어컬러 색상환 만들기와 헤어컬러 보색 중화하는 능
력, 37. 미용업 홍보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등
은 중요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중요도가 높은 항목 
대비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 및 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하여 향후 개선방안이 요구될 수 있는 항목이다. 

또한 중요도가 낮다는 것은 NCS 항목으로서의 가치
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점검하고 검증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중요도는 낮으나 인식된 성취도가 높은 항목은 

38. 미용업 재고관리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으로 1
개 항목으로 성취도 대비 중요도가 낮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NCS 항목별 중요도-인식 성취도 매트릭스를 통한 개선
방안

중요도 高 / 성취도 低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항목)

29.헤어디자인계획하여 연출하
는능력
24.베이직업스타일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능력
23.디자인헤어컬러를 하여 마무
리하는 능력
18.레이어헤어커트를 하여 마무
리하는 능력
27.불만족 고객응대와 처리하여
고객불만관리하는 능력
28.헤어트렌드정보수집하여 분
석하는 능력

중요도 高 / 성취도 高
(지속적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한 
항목)
5.헤어샴푸와헤어트리트먼트하
는능력
1.미용사개인의위생과미용업소
위생관리와미용업안전사고예방
능력
10.스트레이트드라이와C컬드라
이하는능력
2.두피·모발관리준비와관리하기
와마무리하는능력
4.데스크안내업무와대기고객응
대하기와고객배웅하는능력
3.헤어미용전문제품사용하는방
법과제품추천하는능력
8.롤헤어펌을하여마무리하는능
력
9.매직스트레이트헤어펌을하여
마무리하는능력
7.기본90도,45도,135도와인딩
을하여마무리하는능력
14.원랭스헤어커트를하여마무
리하는능력
21.디지털세팅헤어펌을하여마
무리하는능력
15.고객정보를수집하여활용관
리하는능력
17.그래쥬에이션헤어커트를하
여마무리하는능력
12.베이직헤어컬러를하여마무
리하는능력
22.볼륨매직헤어펌을하여마무
리하는능력
16.고객미용서비스정보를수집
하여스타일제안하고요금설정하
는능력
20.세로,블록형,더블와인딩을하
여마무리하는능력
26.헤드스파케어준비하여실행
하고마무리하는능력
6.특수목적샴푸하기와특수목적
트리트먼트하는능력
25.S컬드라이와S-S컬드라이하
는능력

중요도 低 / 성취도 低
(유지 항목)
36.헤어타투도안을설계하여헤어
타투를실행하는능력
34.전통헤어스타일을준비하여연
출하는능력
35.가발헤어스타일연출과헤어익
스텐션하는능력
39.미용업재무관리를계획하여실
행하는능력
40.미용업인사관리를계획하여실

중요도 低 / 성취도 高
(노력 축소 항목)

38.미용업재고관리를계획하여
실행하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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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헤어미용분야 NCS 교육이수자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1년 미만의 주니어헤어디자이너에 대
한 현직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중요도·성취도에 관
한 평가를 통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결
과와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은 헤어미용분야 NCS기
반 교육 중요도와 인식된 성취도가 높은 능력단위는 헤
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
단위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헤어샴푸와 
트리트먼트하는 능력, 드라이하는 능력, 데스크 및 고객
응대, 미용사 및 업소 위생관리 등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능력단위로 이를 보면 헤
어미용분야 NCS기반 교육의 항목 선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41개 능력단위 중 20개 능력단위가 높은 
중요도와 함께 높게 인식된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헤어미용분야 NCS기반 능력단위 선정이 산업현
장에서도 필요한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 교
육성과 또한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능력단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강화 관리가 필요
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헤어미용분야에서 NCS기반 교
육이 실시된 이후 전반적인 직무능력 수준이 향상되었
다는 기존 연구[4] 및 NCS 교육이수자가 비이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11]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현
장에서 요구되는 많은 부분에서 NCS 능력단위들이 효
과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헤어디자이너들의 평
가에 따르면 NCS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능력단위로 창
의력 부족, 최신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부족 등이 가
장 취약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디자이너로서의 
크리에이티브 능력 및 발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NCS 교육이수자들의 수준 
평가에서 헤어퍼머넌트웨이브 등과 같은 시술단계에 
대한 성취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4]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적 
능력보다는 창의성과 개인별 차별점의 함양이 더욱 중
요시되는 부분에서의 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셋째, 주요 개선 능력단위로 불만족 고객 대응 및 관
리 능력의 지적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현장 필요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
객응대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4]와 일치하는 결과로 NCS교육에 있어 기술
적 요소만이 아닌 경영, 마케팅분야에 대한 관심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중요도와 인식된 성취도가 모두 낮은 14개 능
력단위에 대해서는 항목 필요성에 대한 고려 및 논의가 
필요하며 낮은 인식된 성취도에 대한 유지를 기반으로 
환경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여 중요도의 변화를 지속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미용분야 NCS기반 능력단위별 
중요도와 인식된 성취도에 대해 강화하거나 개선되어
야 할 능력단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헤어
미용분야에서 NCS기반 교육은 그 효과에 있어 산업현
장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4][11]이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면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교육기관에서 NCS기반 교육에 대한 유
효성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행하는능력
41.미용업교육관리를계획하여실
행하는능력
13.그레이헤어컬러를하여마무리
하는능력
19.장가위헤어커트와클리퍼헤어
커트를하고쇼트헤어커트마무리하
는능력
33.크리에이티브업스타일을준비
하여진행하고마무리하는능력
32.크리에이티브헤어컬러를하여
마무리하는능력
30.콤비네이션헤어커트를하여마
무리하는능력
31.크리에이티브헤어커트를하여
마무리하는능력
11.블리치레벨차트만들기와헤어
컬러색상환만들과헤어컬러보색중
화하는능력
37.미용업홍보활동을계획하여실
행하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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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산업현장에 맞는 
NCS교육을 대학 및 각 기관에서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을 능력단위별로 좀 더 보완하
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조사
의 대상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헤어디
자이너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설문대상의 수를 90명
에 한정되어 있음과 미용대학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
의 운영시기에 따라 능력단위별 교육이 실무에서 더 필
요로 하는 능력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연구
에서는 헤어미용분야 NCS교육이수자들에 대한 1년과 
3년, 5년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능력 단계별 평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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