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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직률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으로 237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결과는 첫째, 일반적 특성에 

교육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학력(F=5.655, p<.01), 이직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급(t=-2.80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둘째, 교육만족도는 교육요구도(r=-.16, p<.05)와 이직요인(r=-.18)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교육요구도는 

이직요인(r=.5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요인에 디자이너(B=.25, t=2.332, p<.05)와 교육요구도

(B=.88, t=9.313, p<.001)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만족도와 이직요인에 교육요구도는 유의

한 영향(β=.52, p<.001)으로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영점의 종사자와의 소통과 교육 후 분기별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커리큘럼 교육으로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 이직요인, 프랜차이즈, 미용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urnover due to the effect of education 

satisfaction at franchise stores on turnover factors through the medium of education requirements. In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23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method were used as the final data. The results 

are first, the analysi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in general characteristics shows that academic background 

(F=5.655, p<).01),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urnover shows that position (t=-2.809, p<).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01. Second, educational satisfaction is the educational requirement (r=-.16, p<).The correlation 

between 05) and turnover factors (r=-.18) is significant, and the educational requirement is turnover factors 

(r=.53, p<).It is shown to be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01. Third, designers (B=.25), t=2.332, p<.05)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B=.88, t=9.313, p<).001) has been shown to have significant static effects. 

Fourth,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turnover factors are significant (β=.52, 

p<).We can see that it is fully mediated by 001.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nvestigate 

quarterly satisfaction and demand after communication and training with workers at direct stores, and reduce 

turnover through various curriculu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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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미용 산업은 과거보다 다양하고 선택에 폭이 

넓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1] 소비자는 기술제공 및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기대감과 만족감을 갈망하고 있

다[2].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랜차

이즈 미용실(이하 프랜차이즈)은 교육, 기술, 고객관리, 

인테리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

가가고 있고[3],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전국 3.7%에 불

과하지만 총 연매출 약 8백 9십억 원으로 19.4%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용업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4].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체인점과 직영

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체인점은 점주가 일정 로열티

(Royalty)를 본사에 지불하고 브랜드 상호명을 빌려 영

업을 하는 형태로 직원교육은 매장에서 주로 이루어지

며, 직영점은 본사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홍보 및 직원

교육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본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

는 형태로 체인점에 비해 본사의 힘이 강한 형태를 취

하고 있다[5]. 따라서 같은 프랜차이즈이지만 운영 형태

에 따라 종사자의 교육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

듯 종사자의 교육 및 기술습득은 직무와 연계되어 직무

만족감과 조직의 소속감을 상승시켜주고 다양한 서비

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은 종사자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6]. 타 업종

에 비해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미용 산업은 상호

간의 관계, 급여, 환경, 교육 등으로 이직률이 높다. 특

히 교육으로 인해 직무만족감과 경쟁력이 낮아지면 근

무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직과 연관되어 인적 자원의 손

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적이다[7]. 프랜차

이즈는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후 만족도와 요구도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상담이 필

요하다[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2018)는 개인샵에서 체계

적인 미용교육을 받지 못한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아 이

론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족시켜준다면 이직률이 낮

아진다고 하였고, Oh(2010)과 Ko(2004)는 개인샵 또

는 프랜차이즈 미용종사자의 교육만족도에 따라 이직

의도는 달라지고 인적자원의 기초가 되는 종사자의 교

육요구사항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Kim(2013)

은 미용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의 연구에서 미용종사자

의 직무특성상 긍지와 자존감이 높을수록 직무에 만족

하고 직무만족감이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교육

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을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본사에서 이직률을 줄이고자 종사자들에게 제

공하는 교육이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가 어떻게 차

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상의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이직요인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직에 대한 방안을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기

업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어원은 Franc와 Francher의 합성

어로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제조한 

상품을 판매, 제공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로, 체인부

분을 구성하고 있다[5]. 국제 프랜차이즈협회(IFA: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에서는 ‘프랜

차이즈 운영은 본사에서 가맹업자에게 일정의 금액을 

대가로 사업 진행 할 수 있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교

육, 조직, 훈련, 경영관리, 상품화 등에 관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계’라 정의하고 있다[9]. 과거의 미용 프랜

차이즈 운영은 1인샵 중심의 경영을 하였다면, 최근에

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으로 5인 이상의 중

형샵, 15인 이상의 대형샵 개념으로 가맹 사업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3]. 프랜차이즈는 최근 1∼2년 사이 

미용 산업 내 급속도로 성장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침으

로 강화되었으며 브랜드인지도를 쌓아 소기업 미용샵

에 비해 범위를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5].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종사자에게 서비

스마인드와 인성교육, 호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10]. 

프랜차이즈를 분류하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1인 경영

자에게 일정 로열티(Royalty)를 본사에 제공하여 이름

을 빌려 영업하는 형태로 지점마다 다른 경영자가 있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1인 경영자의 자본을 통

해 전액을 독자적으로 투자하여 확장하는 방식으로 다

점포화를 이루는 것이다. 직영점은 체인점에 비해 본사

가 교육 및 서비스마케팅을 실시하므로 본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11] 각 지점 미용실은 서로 경쟁하여 

성장을 이뤄내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 성장을 하기 위해

서는 각 지점의 경영자가 각각의 차별성을 갖추어야 하

는 것은[12] 물론 철저한 종사자들 관리를 통해 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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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는 역할도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2 교육만족도 및 교육요구도

삶의 만족도는 외적으로 본인의 직업, 생활환경, 경

제적 여유,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요인과 내적으로는 

정신건강, 삶의 가치관, 생활만족 등과 같이 개인의 생

각에 관한 요인들이 있다[13]. 다른 요인들로는 목표 달

성, 인지 상태, 욕구충만, 불쾌함, 행복, 편익 평가 혹은 

속성, 경험 등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된다[14]. 이에 따

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란 학습자의 교육 경험과 학습 

능력에 대해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교육기

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학습자가 실제 교

육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가 만족의 수위의 정도를 의

미하고[15], 교육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

위에 따라 얼마나 만족 할 수 있는지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6,17]. 학습자는 제공받은 교육내용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이 높을 때, 그 내용을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으로 흡수·성장·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18]. 교육

만족도에 대해 인적, 물리적, 심리적 요인 등과 같이 다

양한 요인에 의해 긍정·부정의 역할로써 영향을 받아

[19]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 중 교육만족도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교육요구도는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초점

을 두고 개발되었다[20]. 교육대상자의 현재 교육 수준 

상태를 파악하여 부족한 교육을 바라는 상태와 차이점을

밝히는 하나의 일련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21]. 학

습자는 교육에 있어 다양하고 끊임없이 교육 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전된 이론 및 기술교육, 유행에 맞

는 트렌드교육 및 인성교육과 서비스교육에 대해 폭넓

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7]. 이러한 교육만족도와 요

구도는 프랜차이즈의 종사자에게 일에 대한 질을 높이

고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3 이직요인

이직이란, 조직의 판단, 혹은 개인의 판단으로부터 

하나의 구성원이였던 조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22]. 다른 의미로는 근로자가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의

미하며, 구성원이 조직을 실제로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직의도는 조직에서의 직무 불만족에 대해 표현하는 

반응으로써 떠나고 싶고 실행에 옮기는 정도를 뜻한다

[23]. 다른 이직요인으로는 직장 내 불필요한 요소의 구

성원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상승

시킬 수 있다. 이직의 유형으로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

발적 이직으로 나누어진다[24]. 이외로는 개인요인, 조

직전체요인, 직무내용요인, 작업환경요인, 조직 분위기 

요인, 기타요인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25]. 조직원으로

부터 회피 불가능성 이직과 회피가능성 이직, 또는 순

기능이직과 역기능이직으로 분류된다[26]. 그리고 시간

을 기준으로 조직원의 단기적 이직과 장기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27].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모형 및 가설검정

3.1.1 연구모형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

Fig. 1. Study Model

3.1.2 연구가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

은 Fig.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

와 이직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은 상관

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일반적 특성(학력, 직급)의 교육만족도와 교

육요구도는 이직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교육만족도는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

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표집

연구대상자의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의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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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직영점에서 종사하는 디자이너와 인턴 및 스텝을 대

상으로 총 237명을 연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의 수집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

며,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

지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240부의 설

문지 중 분석에 사용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부

의 설문지를 제외한 237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연령, 학력, 총미용 경력, 근무시간, 이직횟수, 

직위, 미용실 종류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

과 인턴 및 스텝을 대상으로 총 237명을 연구 대상

으로 실시하여  성별은 여자 200명(84.4%), 연령은 

25세이하 127명(53.6%), 학력은 전문대졸 104명

(43.9%), 총 미용경력은 1년이상∼3년미만 85명

(35.9%), 근무시간은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16

명(48.9%), 이직횟수는 없음 81명(34.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은 인턴 및 스텝 125명(52.7%)

이 높게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3.3.1 표본크기

표본의 크기는 ANOVA, 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30, 검정력 .95, 유

효값 .05로 산출된 F기각역 2.41, 총 표본크기 215명

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240명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3명의 자료를 제

외한 총 237명(98.8%)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237명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수를 충족하였다.

Table 1.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n 37 (15.6)

woman 200 (84.4)

age

under the age of 25 127 (53.6)

26∼30 years old 84 (35.4)

31 years of age or older 26 (11.0)

academic ability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97 (40.9)

graduation from a junior college 104 (43.9)

a college graduation 36 (15.2)

total beauty career

less than a year 32 (13.5)

1∼less than 3 years 85 (35.9)

3∼less than 5 years 43 (18.1)

5∼less than 7 years 23 (9.7)

more than 7 years 54 (22.8)

hours of duty

∼less than 8 hours 15 (6.3)

8∼less than 10 hours 116 (49.0)

more than 10 hours 106 (44.7)

number of turnover

none 81 (34.2)

number 1 53 (22.4)

number 2 45 (19.0)

number 3 33 (13.9)

more than 4 times 25 (10.5)

position
interns and staff 125 (52.7)

designer 112 (47.3)

sum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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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연구도구 및 신뢰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7문항으로 성별, 연령, 

학력, 총미용 경력, 근무시간, 이직횟수, 직위를 묻는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만족도은 20문항, 교육요구도는 14문항, 이직요

인은 10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만

족도, 교육요구도, 이직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만

족도 신뢰도계수 Cronbach's  가 .92, 교육요구도 신

뢰계수  Cronbach's  가 .82, 이직요인 신뢰계수 

Cronbach's  가 .96로서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Talbe 2와 같이 확보되었다.

Table 2. Question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research tools
question 

number
Cronbach's 

education satisfaction 20 .92

education need 14 .82

turnover factor 10 .96

3.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에 사용된 구체

적인 통계 기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가 이직요인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이 유의

한 경우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성

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

의 H)을 실시하여 같이 제시하였다.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직요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

에 영향을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

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이하로 하였다.

4. 연구결과 결과 및 고찰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

요인의 차이를 독립 표본 t-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educational satisfaction, educational needs, and turnover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

M SD M SD M SD

gender
man 4.05 (.42) 3.18 (.65) 2.59 (1.03)

woman 3.93 (.51) 3.11 (.57) 2.62 (.97)

t(p)　 1.283　 (.201) .671 (.503) -.151 (.880)

age

under the age of 25 3.94 (.50) 3.17 (.55) 2.68 (.93)

26∼30 years old 3.95 (.51) 3.01 (.61) 2.50 (1.04)

31 years of age or older 3.99 (.50) 3.19 (.57) 2.70 (.96)

F(p) .089 (.915)
2.176

4.546†
(.116)

(.103†)
.999 (.370)

academic 

ability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3.94 (.49) 3.26b (.50) 2.64 (.97)

graduation from a junior college 3.96 (.48) 3.05a (.64) 2.68 (.94)

a college graduation 3.97 (.57) 2.93a (.52) 2.37 (1.06)

F(p) .084 (.920) 　5.655** (.004) 1.463 (.234)

total beauty 

career　

less than a year 3.79 (.43) 3.31 (.52) 2.58 (.82)

1∼less than 3 years 4.02 (.48) 3.07 (.58) 2.52 (.95)

3∼less than 5 years 3.98 (.52) 3.12 (.57) 2.55 (.98)

5∼less than 7 years 4.02 (.53) 3.31 (.61) 3.09 (.88)

more than 7 years 3.90 (.53) 3.00 (.57) 2.64 (1.09)

F(p) 1.570 (.183) 2.243 (.065) 1.67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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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학력(F=5.655,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은 전문대졸이

상에 비해 고졸이하의 교육요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이에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고졸이하 종사자에

게 대학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급(t=-2.80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급은 인턴 및 스탭에 

비해 디자이너의 이직요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Oh(2010)은 이직의도가 스텝 및 인턴보다 디자이너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Yu(2004)은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

록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대학을 접해보지 못한 고

등학생 이하의 종사자에게 전문대 이상의 교육체계로 

교육하며 디자이너에게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양

한 브랜드교육과 부족한 외부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상관관계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교육만족도는 교육요구도(r=-.16, p<.05)와 이직요

인(r=-.18)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요구도는 이직요인(r=.5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

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요구도에 대한 이직요인의 이유는 본사와 

각 지점의 종사자간의 소통 문제를 지각하고 있다. 

Jo(2014)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교육요

구도가 낮아지면 이직요인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종사자가 교육에 

요구사항이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고려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 요구사항에 수렴이 잘되는 브

랜드의 요구도로 나타났다. 종사자와 교육자의 지속적

인 상담, 소통을 통해 교육 만족과 요구가 무엇인지 파

악하여 충족시켜줘야 하며, 직원관리에 집중한다면 교

육요구도에 따른 이직의도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ducational 

Satisfaction, Educational Needs and 

Turnover Factors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

Education 
satisfaction

1 .00 .00

education 
need

-.16* 1 .00

turnover 
factor

-.18**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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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이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

M SD M SD M SD

hours of duty

∼less than 8 hours 3.78 (.61) 2.82 (.77) 2.45 (1.10)

8∼less than 10 hours 3.96 (.48) 3.17 (.56) 2.58 (.96)

more than 10 hours 3.97 (.50) 3.11 (.57) 2.68 (.98)

F(p) .915 (.402) 2.3461 (.088) .541 (.583)

number of 

turnover

none 3.95 (.52) 3.22 (.57) 2.68 (.95)

number 1 3.89 (.47) 3.15 (.58) 2.76 (.95)

number 2 4.01 (.47) 3.06 (.59) 2.51 (1.06)

number 3 3.99 (.44) 3.11 (.49) 2.60 (.91)

more than 4 times 3.94 (.63) 2.83 (.63) 2.33 (1.01)

F(p) .425 (.791) 2.358 (.054) 1.059 (.377)

position
interns and staff 3.99 (.44) 3.09 (.58) 2.45 (.92)

designer 3.91 (.56) 3.15 (.57) 2.80 (1.00)

t(p)　 1.289 (.199) -.829 (.408) -2.809**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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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fferent letter a<b is the result of Duncan's homogeneous group analysis (p<.05),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s.

†If the equivariance is not satisfied, a nonparametric test (H of Kruskal-Wallis) i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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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학력(고졸이하=1), 

직급(디자이너=1),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를 독립변

인으로 이직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7.08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된 결정계수(Adj)는 .31로 나타났다. 이직요인에 직

급 디자이너(B=.25, t=2.332, p<.05)와 교육요구도

(B=.88, t=9.313, p<.001)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요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위는 교육요구도(=.52)가 가장 높게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 디자이너(=.13) 순으로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Oh(2010)는 교육요구도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지고 요구하는 교육중 재교육에 대

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직급이 디자이너이고, 교육요구도는 높아질수록 

이직요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교육에 

중심은 인턴 및 스텝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디자이너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는 요구하는 교육 중 재교육, 트랜드교육, 해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원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

시해야 이직률을 낮출 것으로 사료된다. 

4.4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목적에 따른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

개로 이직에 관한 연구모형을 기준하여 Fig 2와 같

이 설정하였다.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education
satisfaction

Fig. 2. Study model.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또한,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factor

　 　 B SE beta t p VIF statistic

independen

t variable
(constant) .50 .55 　 .906 .366 　

F=27.087***

 =.318

adj =.307

DW=2.000

academic ability(below high school 

graduation)
-.12 .11 -.06 -1.070 .286 1.10

position(designer) .25 .11 .13 2.332* .021 1.07

Education satisfaction -.18 .11 -.09 -1.659 .099 1.03

education need .88 .10 .52 9.313*** .00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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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turnover factors through the medium of educational needs

stag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t   F

1

( independent variable->mediator variable)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16 -2.432* .03 5.916*

2

( independent variable->dependent variable)

education 

satisfaction

turnover

factor
-.18 -2.854** .03 8.144**

3

(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education 

satisfaction
turnover

factor

-.10 -1.834

.29 48.760***

education

need
.52 9.296***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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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aron & Kenny 방법:3단계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에 유

의한 영향(β=-.1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이 만족 되었다.

2단계에서 교육만족도가 이직요인에 유의한 영향(β

=-.18,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Oh(2010)의 연구와 동일하다. 

이에 미용업의 교육은 만족도에서 교육의 질을 상승시키

고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 꾸준한 피드백과 교육 개선 

방안을 통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단계에서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를 동시에 투입

하여 이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요구

도는 유의한 영향(β=.5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교육만족도는 유의한 영향(β=-.10, p>.05)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이 만족 되었

다. Choi(2017)는 교육만족에 대하여 이직의사에 유의

미하게 부(-)의 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만족도가 이직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β|값 

비교; .16>.10)하여 교육만족도와 이직요인에서 교

육요구도가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Table 6과 같이 

볼 수 있다. Kim(2010)은 교육훈련의 성과만족과 

이직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 Choi(2016)는 교육수준에 만족으로 이직의사

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교육요구도가 더욱 매개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만족도에 따라 교육

요구도의 영향을 받고, 요구도에 따라 이직요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종사자의 교육만족도 중 교

육체계, 교육내용, 직무적용 등의 다양성을 파악한

다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만족도와 이직요인의 관계에서 교육요구도의 매

개효과의 유의성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 Sobel Test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mediato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bel test

education 

satisfaction
education need

turnover

factor
2.34

그 결과 |Z|=2.34로 Z값이 1.96보다 큰 값을 보여 

Sobel test에서도 교육요구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종

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정해진 교육을 통

해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점에서 교

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직급별로 다양

하게 한다면 교육만족도와 이직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용경영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을 유지 

및 확보하고자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교육만족도와 교

육요구도 중 성별, 경력, 학력, 직급별 변수에서 이직요

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교육 문제로 이

탈하는 종사자에 대한 방안과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차이를 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

족도, 교육요구도, 이직요인에서는 교육요구도와 이직

요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요구

도는 학력(F=5.655, p<.01)에서 고졸 이하, 이직요인은 

직급(t=-2.809, p<.01)에서 디자이너에게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인의 상관관

계의 차이를 본 결과 교육만족도, 교육요구도와 이직요

인의 상관관계에서는 교육요구도가 이직요인(r=.53, 

p<.01)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본 결

과 이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직급 디자이

너(B=.25, t=2.332, p<.05)와 교육요구도(B=.88, 

t=9.313, p<.001)가 이직요인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직급이 디자이너이고, 교육요구도가 높을

수록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만족도가 교육요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교육만족도가 교육요

구도를 매개로 이직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교육만

족도와 이직요인에 교육요구도(|β|값 비교; .16>.10)가 

완전히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개인

샵과 체인점과 다르게 본사에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지

는 만큼 종사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

라 교육요구도가 이직요인에 영향이 있는 만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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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육 진행 후 만족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

고, 요구하는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인 조사가 필

요하며 학력과 직급별로 다양한 교육으로 직무의 성과를 

키워야 교육으로 인한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학력에 따라 다른 체계의 교육 시스템으로 커리큘

럼을 만들어야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급별로 디자이너 

육성, 트랜드 교육, 타 브랜드 경험 등 다양하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교육요구도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직영점은 본사에서 진행되는 다

양한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인샵과 체인점과 다

르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차별성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로 이직의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며, 교육요구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직급 디자이

너의 이직에 따른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

행되거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영역으로 넓혀 직영점 외로 

체인점의 각 매장 교육체계를 조사하여 이직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이직이 교육만족도와 교육요구도 외로 다른 이직요인

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인지,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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