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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 to examine job characteristics of esthetician ;
to analyze effective factors on perception of job characteristic; to grasp perceptivity level
of job characteristic according to esthetician; mental states and individual qualities ; to
relation ;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job characteristic and job satisfaction ; to
suggest efficient use of esthetician and way of management to enlarge efficiency of
system ; and to offer a basic model to ensure its own domain of esthetician-relation as
professional job.
This paper investigates documents and does positive research about the job
characteristic and job satisfaction of esthetician.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sthetician
in main offices of skin-care shops in Seoul, Taegu, Daejeon. We used questionnaires to
evaluate their attitude.
We examined individual qualities-educational level, length of service.
According to the model used in this paper, namely the ones with positive attitudes
experience more job satisfaction. The hypotheses are established and investigated on the
assumption that individual qualities like growth need strength and locus of control can
meditate between perception of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As the esthetician begin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responsibility of the job, they
become more satisfied.
In conclusion, when the job characteristic is high, the more esthetician find more self
worth and meaning in working. And as cognition of achievement increases, overall job
satisfaction is lof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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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 업무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
문 피부관리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부관리사 인력

1. 서언

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자기발
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수 많은 조직이 기반이 되어 형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피부관리실의 피부관

성, 발전되고 있으며 조직은 개인을 통하여 조

리사들에게 업무특성 이론의 적용을 시도하는

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조직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조직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수요가 증대해 가고

고 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다원화되고 경쟁적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피

인 산업사회 속에서 피부관리실이 보다 효율적

부관리사들의 업무특성을 측정하여 업무특성의

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피부 관리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업무수

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해야 함은 물

행자의 심리상태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업무특

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을

성의 지각 수준 및 업무만족의 정도, 업무특성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일 속에서 기쁨이나 성취

과 업무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피부 관리사

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제시함으로

들의 효율적 활용과 피부관리실의 유효성 증대

써 피부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의욕적으

를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업무 개선을 통

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

하여 피부관리사직이 전문직으로서의 고유 영

다.

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그러나 피부 관리사를 명확한 업무기술에 의

있다.

해서 업무 본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태도가 좋은 사람을 피부 관리사로 배치하는 경

2. 이론적 배경

우가 많다. 이는 피부 관리사 업무 구조의 미확
립, 선발기능의 불합리성, 피부관리사에 대한

업무설계(job design)는 모든 계층의 조직구

인식부족으로 전문 피부관리사의 필요성을 인

성원으로 하여금 업무 그 자체에서 만족과 의미

식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따라서 많은 인적자원의 능력이 사장됨은 물

조직적, 기술적,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론 업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켜 이직 및 전

하여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피부관리실의 경제

이다.

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

업무 설계의 목적은 조직목적의 효율적 달성,

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관리사에 대한 새로운

생산성 향상, 제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

인식이 필요하며, 현재 피부관리사들이 수행하

이직과 훈련 비용의 감소, 업무의 다양성과 자

고 있는 업무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피부관리

율성 확보 및 새로운 기술에의 신속한 적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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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종원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 등에 있다.

본 연구는 업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즉, 업무 설계는 업무의 내용, 업무에 따른

음으로써 업무영역이 모호한 국내피부관리실의

기능, 인간 관계 등의 효과적인 업무 목표의 달

피부 관리사들의 업무특성과 업무만족에 관하

성과 종업원의 만족을 연관시키는 틀을 제시하

여 알아보고 피부 관리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

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 설계를 피부 관리실

무유형을 파악하여 피부 관리사들의 효율적 활

에 적용해 보기 위해 피부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용과 업무 재 설계의 전개방향을 제시할 목적으

살펴보면 피부관리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로 서울, 대구, 대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피부

피부관리사는 영업주와 관련된 넓은 의미의 정

관리실(48개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는 피부관리

보처리를 담당하고 있고 영업주의 운영방침에

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맞추어 피부관리 스케줄 및 관리방법을 정해야

피부관리사 업무의 특성상 한 피부관리실내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직종에 비해 피부관

의 피부관리사 수가 2~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리사의 업무는 비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표본의 크기

피부 관리사는 전문성과 다양한 피부관리 지식

를 100으로 제한하였으며, 표본의 추출 방법은

및 피부 관리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비확률적 추출에 의한 판단추출방법을 이용하

어야 한다.

였다.

피부 관리사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업

조사기간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무의 변화가 다양하고 둘째, 업무 수행시 자신

12일간 각 피부관리실을 방문 조사하였고 직접

의 능력발휘가 가능하며 셋째, 고객의 향상으로

방문이 어려운 피부관리실은 우편조사를 실시

인한 만족감이 고조되고 넷째, 업무수행상 영업

하였으며 설문지로 설문조사 하였다.

주와 같이 근무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피부 관리사에게 많은 자율
성을 부여하고 관리시 필요한 권한 위양을 효과

설문의 총 배부 수는 100부였고 이 중 67부
를 회수(회수율: 67.0%)하였으나 개인적인 사
항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여 실제분
석에 사용된 것은 59부이다.

적으로 하면 피부 관리사는 보다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

2. 설문의 구성

라 사료된다.
본 설문지는 크게 2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자의 업무와 업무 만족간의 관계를

Ⅱ. 연구 방법

측정하는 것으로 Hackman 과 Oldham 의 문항
을 사용하였다. 첫째, 일반 특성에 관한 질문으
로 연령, 근속 연수, 학력, 결혼여부, 이직 경험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부문의 설문은 Likert
식 척도를 이용하였고 응답자의 근접 오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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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문항을 섞어 배열하였다.

Ⅲ. 연구 결과

3. 가설의 설정
1.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가설 1: 자신의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업
무만족은 높을 것이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가설 2: 자신의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경
험이 많을수록 업무만족은 높을 것이다.

단위: 명(%)

항목

구분

N(%)

연령

20세 미만
21~25세
26~30세
30세 이상

1(1.7)
27(45.8)
20(33.9)
11(18.6)

근무 연수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18(30.5)
19(32.2)
17(28.8)
3(5.1)
2(3.4)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0(0.0)
28(47.5)
21(35.6)
10(16.9)
0(0.0)

결혼 유무

미혼
기혼

48(81.4)
11(18.6)

이직 경험

없다
1회~2회
3회~4회
4회 이상

9(15.3)
28(47.4)
17(28.8)
5(8.5)

연구가설 3: 자신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인
식이 높을수록 업무만족은 높을 것이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사
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일반 특성
각 피부관리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으
로 일반특성 요인을 의미하며 인구 통계 변수로
서의 연령, 근무 연수, 학력, 결혼 유무, 이직 경
험을 조사한다.

2) 수행자의 업무와 업무 만족간의 관계

계

59(100.0)

(1) 업무 경험: 자신의 업무를 통해 느끼는 의미
감이나 보람감의 정도

본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반 특성을

(2)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의 경험: 자신의 업무

살펴보면, 연령은 21~25세가 27명으로 45.8%,

수행이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느끼는 책임

26~30세가 20명으로 33.9%를 나타내었고, 30

감의 정도

세 이상도 11명으로 18.6%를 차지하였다.

(3)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인식: 자신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인식의 정확도

근무 연수는 6개월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19명으로 32.2%를 나타내었고, 6개월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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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으로 30.5%, 1년~2년 미만도 17명으로

한편 심리상태가 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28.8%를 나타내 근무 연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연구가설에 대한 단순 회

로 보아 안정되지 않은 근무형태를 보였다. 학

귀 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28명으로

였다.

47.5%, 전문대학 졸업자는 21명으로 35.6%를
나타내었고, 대학교 졸업도 10명으로 16.9%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문대학내의 피부미용 관련
학과가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졸업 후 피부 관
리실로 취업하는 예가 많아 전문대학 졸업생들
이 근무하는 경향이 높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들도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처 찾기가 어려운 것
을 감안할 때 피부 관리사의 고학력 추세를 알

<표 2> 심리 상태와 업무만족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업무만족

업무경험

업무 경험

.7208*

업무결과
인식

.3490*

.4459*

업무결과
책임경험

.3090*

.3603*

업무결과인식

.1871**

*P<. 001, **P<. 05

수 있었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48명으로
81.4%를 나타내 대부분의 피부관리사가 미혼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직 경험은 1회~2회가
가장 많은 28명으로 47.4%를 나타내었고 3~4
회도 17명으로 28.8%를 나타내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1) 업무 경험과 업무 만족간의 관계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만족은 높
아질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1 을 검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업무 경험이 업무만족을 설
명하는 설명력(R²)은 .5196(51.96%) 로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만족에 정의 관계를

2. 가설의 검증 및 조사 결과의 분석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수록, 업무 경험이 많

업무경험, 업무결과 인식, 업무결과 책임경험

을수록 업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의 중요 심리상태와 업무만족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업무만족과 업무의미 경험 변수간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
β

먼저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업
무만족과 업무 경험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고, 업무만족과 업무결과의 인
식,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 경험 등 간에는

업무 경험
상수

.691

t
12.667
5.872

p
.0000
.0000

R²=.5196, F=284.489, p=.0000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관리사들은 업무에 대한 의미, 보람, 성

2)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 경험간의 관계

취감 등을 높게 느낄수록 업무만족을 높게 지각

그리고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경험이 많을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록 업무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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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4> 에서와 같이 업무에 대한 책임경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업무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R²)은
.0955(9.55%)로 나타났으며, 업무만족과는 정
(+)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Ⅳ. 결론 및 고찰

라서 피부관리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관리사의 업무특성에 따
른 업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표 4> 업무만족과 업무결과 책임 경험 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β
업무결과
책임 상수

.309

t
5.269
6.697

p
.0000
.0000

R²=.0955, F=27.759, p=.0000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업무수행자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할

수록 업무만족은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업무 경험, 업무결과의 인식,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경험등의 심리 상태 중 업

3)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한 인식과 업무
만족과의 관계

무 경험이 업무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으며, 업무결과의 인식과 업무결과에 대
한 책임경험 간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

<표 5> 업무만족과 업무결과 인식 변수 간의 단순회귀
분석 결과
β
업무결과
인식 상수

.443

t
5.038
6.051

p
..0000
.0000

R²=.1218, F=36.480, p=.000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부관리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미와 보람감 등을 높게
느끼고, 업무결과를 알고 있으며,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높게 느낄수록 업무만족을 높게 지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부관리사들
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변수가 업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한

만족은 높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 3은 <표 5>

결과, 부분적이긴 하지만 업무에 대한 의미경험

에서와 같이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인식이 업무

과 업무결과의 인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R²)은 .1218(12.18%)

나타났다.

로 나타났으며, 업무만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그러나 국내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사들이

2와 3이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경험이 많고 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신의 업무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있고, 특히 업무특성요인 중 업무수행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귀식이

지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설명력이 매우 낮아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피부 관리사 업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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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전문적이고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10. 임몽택 “업무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업무 특

비 정형적인 성격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성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

일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관리사가

학원.1992

업무 수행성을 크게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

11. 조계숙 “업무특성에 따른 개인반응에 관한 실증
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여진다.
앞으로 피부관리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식
되어야 하며, 피부관리사 개개인의 질적 향상에
따른 전력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피부관리사 자신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부관
리사는 고유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영업주를 지
원하고 자신의 경력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부관리실의 경영자들은 피부관리사
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유능한
피부관리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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