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논문＞

한국미용학회지, 제28권 제2호 (2022), pp. 185-193

185

pISSN 1229-4349, eISSN 2765-5881

J. Kor. Soc. Cosmetol.

Vol. 28, No. 2, pp. 185-193(2022)

https://doi.org/10.52660/JKSC.2022.28.2.185
http://e-jkc.org

미용종사자의 여가활동이 매출증대와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

주은솔1·박은준2,
*

1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대학원생
2서경대학교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교수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Beauty Worker Effects on Long-term Roots

Eun-Sol Ju
1
 and Eun-Jun Park

2,
*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Hair and Makeup Design, The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beauty industry, social awareness is higher than in the past, more systematic and more commercialized. Research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to reduce turnover in the beauty industry where human management of workers is importan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how extra leisure time for hairdressers affects sales growth and long-term service. The study was conducted on 458 central

hairdressers in Seoul and other areas. Brief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The collected data used the SPSS 22.0 program

through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As a result of each dimension of leisure activities, sales growth, and long-term service, In leisure

activities, two factors were derived: autonomy and efficiency. There are three factors for increasing sales: admission, scarcity, and

realism. Two factors were derived for long-term service: non-conformity and regulatoryity.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on

Long-Term Roots Admission is in order of efficiency and autonomy of leisure activities. The reality is autonomy and efficiency in order

of relevant definition of the influence and leisure activities. Scarcity affects the autonomy of leisure activities. It has been shown that

efficiency is not affected. A Study o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on Long-Term Roots Vision affects justice in the order of efficiency

and autonomy of leisure activities. Compliance affects the autonomy of leisure activities. It did not affect efficiency.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reduced turnover intention was for care workers to the increased sense of job satisfaction, and will lead to long-term returns is

to be increased.Will, and sales hav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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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미

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용 산

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Oh & Kim, 2015). 미용종사자는

전반적인 미용작업과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며, 미용 서

비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다(Oh

& Yoon, 2012). 현장에서는 스텝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의 안정적 공급도 중요하다. 헤어 디자이너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부족하여 하나의 점포가 안정적으

로 성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Lee et al., 2018). 

미용종사자들은 장시간노동, 불확실한 승진, 열악한 복지후

생시설, 낮은 임금 등으로 이직의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Jeon

& Lim, 2010). 미용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서비스 품

질 향상을 위해 업무수행에 적절한 보상과, 수행해야하는 업무

당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대처에 관한 효율적이고 제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Jeon et al., 2016). 

Heo & Lee(2010)은 미용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다양한 여가활

동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증의 노출 수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직무 외적 시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은 개인 삶의 질적 향상에

중요하며(Kim, 2017),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으

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시킨다(Yang & Kang, 2011). 

미용 서비스업은 인적 요소가 핵심이며 장기근속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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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와 효과적인 보상 방법이 필요하다(Lee

& Jin, 2019). 적절한 여가활동시간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어 여가만족이 높아지면 파급효과

에 의해 직무만족도 높아질 수 있다(Im & Park, 2012). 미용종

사자가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말 한마디, 행

동하나가 다른 서비스품질도 향상되며 자연스럽게 고객 재방

문 의도가 달라지며 미용실 매출은 증대한다(Jeon et al., 2016).

이와 같이 미용종사자의 여가활동, 장기근속과 같은 선행 연

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미용종사자의 여가활동이 매출증

대와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

동이 매출증대와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용 산

업은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종사자의 여

가활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

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적관리를 통해

매출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활동의 개념과 구성요인

과거 여가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남는 시간으로 여겨져

왔으나(Cho, 2011) 오늘날 여가는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노동의 신체적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 자유. 즐거움. 휴식 등과 관련

되어 있다(Shin, 2011). 현대 여가활동은 휴식이나 기분전환 등

의 소극적인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잠재적

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 생활의 필수영역 중 하나이며(No et

al., 2019), Park(2011)은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1) 자율성

전문직 자율성이란 업무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Kim & Kim, 2018), 자율성 확

보는 내재적 동기를 극대화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다(Kim & Oh, 2017). 본 연구에서는 미용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개인 여가시간활용의 의미를 포함한다.

2) 효율성

업무시간의 효율적 운영은 단순히 여러 업무를 빨리 처리하

여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능률, 효과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Ahn & Lee, 2018), 본 연구에서는 미

용종사자의 업무시간을 효율적 사용을 의미한다.

2. 매출증대의 개념과 구성요인

매출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을 말하고, 매출액은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

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

윤미, 정지영, 고경숙의 “독립, 프랜차이즈 미용실 종사자의 개

인적 특성과 근무환경에 따른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근무환경이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영성과란 ‘비재무적 성과’ 와 ‘재무적

성과’ 로 차원이 나뉘는데 재무적 성과에 매출증가, 수익률 향

상이 포함 되어 있다. 조직의 성과 및 능률향상에 상승 폭에 따

른 성과급이 이루어진다면 미용 서비스 산업의 인적 자원관리

와 경영성과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Park & Jung, 2019).

1) 입점성

헤어살롱의 점포가 입점하게 되는 상업시설의 특징과 상권

의 특징을 주요성과요인(Kim & Park, 2017)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입점성은 상권입지에 따른 매출변동을 확

인하고자 사용되었다.

2) 희소성

일반적으로 희소성이란 수요 증가 혹은 공급 감소로 인하여

상품이 부족하거나 비용 발생으로 인해 희소성이 부각되는 경

우를 말한다(Kim & Moon, 2015). 본 연구에서는 헤어살롱의

브랜드나 살롱의 이미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3) 현실성

현실성이란 보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의미를

가진다(Kim, 1992). 본 연구에서는 살롱의 매출상승을 위해 서

비스나 부수적인 매출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자 사용되었다.

3. 장기근속의 개념과 구성요인

장기근속은 종업원 본인이 원만한 조직생활을 통해서 본인

의 직무에서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본인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

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Lee et al.,

2018). 반면에 이직은 조직생활에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직장

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종사자들의 이직이 조직에 미

치는 영향력은 고객을 불만족을 초래하여 결국 매출감소를 만

들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리고 미용실의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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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이직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저하로 이어져 경

영상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Oh & Yoon, 2012). 따라

서 장기근속은 노동자 개인에게 생활 안정과 자기발전의 기회

를 제공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장기근속일

수록 직무만족이 높으며,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

다(Choi, 2017) 따라서 Lee(2017)는 미용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이 개선되고 복지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

률과 중도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 비전성

비전이란 구성원들이 미래에 만족감을 달성하고자하는 가치

나 생각으로 이상적인 미래의 목표를 말한다(Yang & Kim,

2017).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살롱에서 비전

속성과 내용에 따라서 장기근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고자 사용되었다.

2) 규정성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해 근로시간, 휴게 등에 대해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Choi, 2008). 본 연구에서는 헤어살롱의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 규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사용하

였고, 이를 통해 장기근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 사용되었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 문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본다.

2) 여가활동, 매출증대, 장기근속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

본다.

3) 여가활동이 매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 여가활동이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기타지역의 미용종사자를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조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

지 실시되었고 총 500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

거된 500부의 설문지중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4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58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

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기위해 빈도분석을 사용 하였으

며 여가활동, 매출증대, 장기근속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베리맥스 사용), 신뢰도 분석을 사

용하였으며 여가활동이 매출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활동이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총 4개의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미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급, 경력, 월 평균 소득, 직원 수, 이직 횟수

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여가활동은 12문항, 장기근속은

Kwon(2002), Jeon & Lim(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출증대는 Seo

(2010), Jang(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

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1%, 여자 79%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

은 20대 73.8%, 30대 19%, 40대 5.2%, 50대 이상은 2%로 20대

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87.1%, 기혼 12%, 기타

0.9%로 미혼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은 인턴 43.7%, 실무자

34.1%, 관리자 13.1%, 경영자 6.3%, 기타 2.8%로 인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을 알아본 결과 1년 미만 21.2%, 1년 이상

3년 미만 36.9%, 3년 이상 5년 미만 17.5%, 5년 이상 7년 미만

8.3%, 7년 이상 16.2%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월 평균 소득을 알아본 결과 150만 원 미만 45.4%, 150만

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 29%, 250만 원 이상에서 350만원

미만 12.9%, 350만 원 이상에서 450만 원 미만 7.2%, 450만 원

이상 5.5%로 15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직원 수는 5명 미만 15.7%, 5명 이상 10명 미만 35.8%,

10명 이상 15명 미만 27.9%, 15명 이상 20명 미만 11.4%, 20명

이상 9.2%로 5명에서 10명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직

횟수를 알아본 결과 없음 48.9%, 1번 15.5%, 2번 13.8%, 3번

13.3%, 4번 이상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여가활동, 매출증대, 장기근속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여가활동의 타당성 및 신뢰도

여가활동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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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이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

행렬 점검 결과 2=2178.792(df=45, Sig=.000), KMO값 0.857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516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자율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67~0.833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655, 분산설명비율은 36.5%로 나타

났다. 두 번째 요인은 ‘효율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56

~0.80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738, 분산설명비율은 27.3%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3.9%이

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820~0.870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58,%)

Category
Total

Frequency(N) Percent(%)

Gender
Man 96 21.0

Woman 362 79.0

Age

20s 338 73.8

30s 87 19.0

40s 24 5.2

Over 50s 9 2.0

Married or not

Unmarried 399 87.1

Married 55 12.0

Other (bereavement, divorce, separation, etc.) 4 .9

Position

Intern (step, assistant) 200 43.7

A practitioner (designer, artist, etc.) 156 34.1

Managers (managers, managers, managers, etc.) 60 13.1

Management (President, CEO, Chairperson, etc.) 29 6.3

Other 13 2.8

Career

Less than a year 97 21.2

More than 1 year, less than 3 years 169 36.9

More than 3-5 years 80 17.5

More than 5-7 years 38 8.3

More than 7 years 74 16.2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5 million won 208 45.4

More than 1.5 million won to less than 2.5 million won 133 29.0

More than 2.5 million won to less than 3.5 million won 59 12.9

More than 3.5 million won to less than 4.5 million won 33 7.2

More than 4.5 million won 25 5.5

The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5 people 72 15.7

5 or more and less than 10 people 164 35.8

More than 10 to less than 15 128 27.9

More than 15 to less than 20 people 52 11.4

More than 20 people 42 9.2

The number of job 

turnover

None 224 48.9

One 71 15.5

Two 63 13.8

Three 61 13.3

Four 39 8.5

Total 4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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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율성 0.870, 효율성 0.820로 나

타났다. 

2) 매출증대의 타당성 및 신뢰도

매출증대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

행렬 점검 결과 2=2509.429(df=36, Sig=.000), KMO값 0.903으

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675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입점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60~

0.844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466, 분산설명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희소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96~0.843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445, 분산설명비율은

Table 3. To increase sales

Question to increase sa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onality
Entrance Scarcity Reality

I think it is easy to secure sales in your salon location due to its large floating 
population.

.844 .242 .223 .821

I think it is easy to secure sales as your salon location is located in a downtown 
area.

.843 .265 .225 .831

I think it is easy to secure sales because there are many cultural facilities near your 

salon.
.760 .347 .228 .750

I think your salon has a long history and has a high brand value, which helps 

increase sales.
.277 .843 .262 .856

Your salon is recognized as a high-end brand and is highly reliable, which is 

thought to help increase sales..
.287 .818 .290 .836

I think your salon is helpful in increasing sales due to its high level of brand 

recognition.
.315 .796 .278 .810

I think your salon has a high increase in additional sales due to the sale of goods. .142 .260 .813 .749

Your salon is higher in price than other stores, so I think its sales are higher than 
other stores.

.189 .283 .772 .713

Your salon is thought to help increase sales due to its high quality of service. .389 .187 .699 .675

High value
Description Variables(%)
Cumulative variables(%)

Confidence measure(Cronbach's α)

2.466
27.399
27.399

.876

2.445
27.171
54.570

.901

2.129
23.655
78.225

.784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eisure activities

Leisure activity questions
Factor 1 Factor 2

Commonality
Empathy Tangible

Your salon can adjust personal working hours, so it is not difficult to secure leisure time. .833 .088 .701

Your salon works part-time (open group, night group), making it easy to utilize leisure time and 
personal activities.

.825 .087 .689

Your salon has plenty of leisure time due to shorter working hours. .811 .165 .685

I think your salon is full of vitality with enough time for an individual. .717 .352 .638

Your salon is operated on a reservation basis, so leisure activities are free. .716 .063 .516

Your salon will be given leisure time, such as half-time lag by achieving goals such as 
increased sales and educational activities.

.667 .304 .538

You think that sufficient leisure activities help increase sales. .160 .801 .667

I think your leisure activities help stabilize your mind and body. .219 .796 .681

I think your leisure activities help you improve your physical strength. .277 .792 .705

I think you have less work stress if you have enough free time. .001 .756 .572

High value
Description Variables(%)
Cumulative variables(%)

Confidence measure(Cronbach's α)

3.655
36.547
36.547

.870

2.738
27.377
63.924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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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현실성’ 요인으로 요인적

재값은 0.699~0.813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129, 분산설명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78.2% 이

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증대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784~0.901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입점성 0.876, 희소성 0.901, 현실

성 0.784로 나타났다. 

3) 장기근속의 타당성 및 신뢰도

장기근속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

렬 점검 결과 2=3133.052(df=55, Sig=.000), KMO값 0.917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533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비전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64~0.824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4.263, 분산설명비율은 38.7%로 나타

났다. 두 번째 요인은 ‘규정성’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916~

0.862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231, 분산설명비율은 29.3%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8.1%이

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근속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894~0.901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비전성 0.901, 규정성 0.894로 나타

났다. 

3. 여가활동이 매출증대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이 매출증대의 하위요인인 입점성, 희소성, 현실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입점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p<.001), 효율성(p<.001)이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7%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효율성 변수

가 높아질수록 입점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효율성 β=.298, 자율성 β=.179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p<.0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Table 4. Long-term service

Long-term service question
Factor 1 Factor 2

Commonality
Unusual Regulatory

I will continue to work for a long time because I think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your 

company is endless.
.824 .221 .729

Your colleagues trust and respect my opinions and personality, so I will work for a long time. .801 .182 .675

Your company will serve a long time because of the well-established hierarchy among 

employees.
.782 .223 .662

You currently have no intention of moving from your workplace and will work here for a long 

time.
.752 .308 .661

Your company provides systematic regular education (once a week or once a month) and strives 

to cultivate talent, so I will continue my service for a long time.
.710 .262 .573

Your company will continue to work for a long time because dinners and outings for unity 

among employees are held regularly.
.707 .333 .611

Your company will work for a long time because my team (main system) communicates 

smoothly when performing work.
.664 .304 .533

Your company will continue to work for a long time because annual paid leave (15 days 

vacation paid to workers over 80% per year) is paid.
.270 .862 .815

Since your company keeps the legal working hours (44 hours a week, 8 hours a day), we will 

work for a long time.
.234 .855 .786

Your company pays 1.5 times the hourly wage when working overtime, so I will work for a long 

time.
.267 .796 .705

Since your company complies with the official leave (annual leave, monthly leave, reserve 

forces, etc.)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a long 
time.

.345 .791 .744

High value
Description Variables(%)

Cumulative variables(%)
Confidence measure(Cronbach's α)

4.263
38.756

38.756
.901

3.231
29.374

68.130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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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희소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 β=.179 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실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p<.001), 효율성(p<.001)이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7.6%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효율성 변수

가 높아질수록 현실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β=.325, 효율성 β=.272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활동이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이 장기근속의 하위요인인 비전성, 규정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전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p<.001), 효율성(p<.001)이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효율성 변수가

높아질수록 비전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

향력을 살펴보면 효율성β=.377, 자율성 β=.302 순으로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p<.001)이 유의미하게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8.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규정성도 높아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성 β=.540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im & Noh(2017)의 선행연구 호텔종사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여가만족도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 에서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역할스트

Table 6.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long-term service

(Subordinate 
variable)

Long-term service

(Independent 
variable)

Leisure activities

Th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Unusual

(Constant) .000 .041
　

.000 1.000

Autonomy .302 .041 .302 7.349 *** .000

Efficiency .377 .041 .377 9.191 *** .000

 Modified R²=.230 F=69.242 p=.000 

Regulatory

(Constant) .000 .039
　

.000 1.000

Autonomy .540 .039 .540 13.700 *** .000

Efficiency -.009 .039 -.009 -.225 .822

 Modified R²=.289 F=93.869 p=.000 

***p<.001

Table 5.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sales growth

(Subordinate 

variable)
Increasing sales

(Independent 

variable)
Leisure activities

Th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Entrance

(Constant) .000 .044
　

.000 1.000

Autonomy .179 .044 .179 4.063 *** .000

Efficiency .298 .044 .298 6.772 *** .000

 Modified R²=.117 F=31.183 p=.000 

Scarcity

(Constant) .000 .044
　

.000 1.000

Autonomy .344 .044 .344 7.842 *** .000

Efficiency .067 .044 .067 1.537 .125

 Modified R²=.119 F=31.934 p=.000 

Reality

(Constant) .000 .042
　

.000 1.000

Autonomy .325 .042 .325 7.642 *** .000

Efficiency .272 .042 .272 6.395 *** .000

 Modified R²=.176 F=49.651 p=.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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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더욱 민감하며, 이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결과와 본 연구의 여가활동이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

다. 최근 살롱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살롱을 찾아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종

사자들의 여가만족도를 조절함으로써 근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및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미용종사자

458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이 종사자들의 매출증대와 장

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의 하위차원은 2가지(자율성, 효율

성), 매출증대는 3가지(입점성, 희소성, 현실성), 장기근속은 2

가지 요인(비전성, 규정성)으로 도출되었다. 여가활동이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입점성은 여가활동의 하위

요인인 효율성(β=.298),자율성(β=.179) 순으로, 현실성은 여가

활동의 하위요인인 자율성(β=.325), 효율성(β=.272) 순으로 유

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며, 희소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

(β=.344),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가활동이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전성은

여가활동의 효율성(β=.377), 자율성(β=.302) 순으로 유의미하

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규정성은 여가활동의 자율성(β=.540),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미용종사자의 여가활동이 장기근속과 매출증대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미용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이외에도 자신의 기

술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

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미용종사자비율은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한 미용산업에서 미

용종사자들의 여가활동시간이 매출증대와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종사자는 개인의 충분한 여가활동시간이 주어져

야한다. 여가활동시간 활용이 많은 미용종사자는 심신안정과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을 주고 직무의 성취감을 느끼며 능력발

휘가 되어 서비스품질이 상승하여 고객서비스만족감은 자연스

럽게 상승할 것이고, 재방문율이 올라 매출은 증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미용종사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근처에 위치한

살롱에서 근무 시 매출확보가 유리할 것이다. 살롱근처에 유동

인구가 많고 번화가에 위치햇을 때 미용종사자들은 신규고객

유입이 많아 고객확보에 유리하며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것으

로 사료된다.

셋째, 미용종사자는 헤어살롱의 발전 가능성과 소통이 원활

한 살롱에서 근무시 장기근속을 할 것 이다. 헤어 살롱의 발전

가능성과 동료간의 소통, 신뢰가 형성되고 근무실적에 맞는 합

당한 급여가 제공되었을 때 직무만족감이 오르며 이직율이 저

하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활동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고, 개인 활동이 자유롭고

살롱위치의 입지가 다양할수록 직무의 성취감을 느끼고 능력

발휘가 되었다. 이로써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으로 종사자의 이

직의도는 줄어들고 장기근속으로 연결된다. 미용종사자들은

여가활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술발전과 휴게시간이

적절히 보장되었을 때 미용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고객의 욕

구를 충족시켜 재방문율이 증가해 자연스럽게 매출증대로 연

결되어 미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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