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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be prepared for ways to increase the career adaptabili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hairdressers in a positive direction by examining how the career adaptability of hairdressers affects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he confidence and curiosity of career adaptability, interest in the future, and self-control.

Career adaptability of hairdressers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organizational culture. Therefore, in the beauty industry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hairdressers,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will be formed if strategic organizational goals are set

and the competency of hairdressers is strengthened. Although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limited research subjects and variables, it is

hoped that a comprehensive and practical study that considers various variables will continue in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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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용 산업의 인적자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확보는 미용 산업의 경제력 확보와

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진로 적응성은 개인이 직업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밝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개인

적 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기질이다(Savickas,

2005). 이 같은 진로 적응성은 변화하는 환경 요인에 개인이 순

응하고 적응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신의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직업적응, 더 나

아가 자신이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개

념으로서 미용 산업에 있어 진로 적응성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미용사는 내방고객

응대 및 고객 요구에 따른 시술과 고객 불만족에 대한 배상 그

리고 신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감 등의 감정적 소비를 겪고 있

다. 또한, 막대한 업무로 인해 미용 산업의 이직률은 날로 높아

지고 있다(Park & Oh, 2021). 미용 산업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조직의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내부의 문제

를 해결하고 창조 및 개발하는 조직문화를 활용하여 접근한다

면,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및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조직 내부의

직원에서부터 최종고객까지 만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Lee & Ji, 2020). 따라서 미용 산업은 종사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 분야에서 성공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인 진

로 적응성을 알아보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의 영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oon

(2018)은 직무 만족은 진로 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Savickas와 Hartung는 동료들의 애착 지향이 진로 적응성의 자

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Yoon(202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적응성은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2017)는 미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용서비스업 CS

교육 훈련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문화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Kim(2012)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관계 지향 조직문화는 기업성과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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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Park(2010)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

으로 호텔의 조직문화 인식이 호텔 종사자의 업무성과와 관련

이 있으며, 그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목표 성취율이 높아지면

직무 몰입과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Choi(2013)와 Bang

(2011)은 창의적인 행동과 조직 강화는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Kim(2019)은 조직문화의 관

계지향문화가 요인이 높아지면 진로 적응성도 높아진다고 하

였다. 이처럼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

이나 미용사를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

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을 분석하

고 향후 헤어미용 종사자의 진로 적응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향유하여 조직몰입(충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적응성

적응성이란 생물학적 용어인 적응의 개념에서 파생된 용어

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Jang, 2009). Allport(1961)는 적응성의 개념은 사회적

인 의미로 확장되면서 주체적인 의지를 갖는 개인의 내적 요구

와 외적·사회적·심리적 환경에서 능동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적응성이라고 정의하였다. Super(1990)는 적응성은 단

순히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맞추어 바꾸는 그것뿐 아니라 주

위 환경과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족감

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응

성은 직업 환경에서의 변화에 맞추어 진로영역에서 적용된다

고 하였다.

Nota et al.(2012)은 1950년-1999년대의 진로 적응성은 한정

적이며,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진로선택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2000년대의 진로 적응성

은 가속화된 현대화로 직업선택의 불확실성과 직업선택의 가

변성을 가져왔다. 더불어 개인에게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다방면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적응할 수 있

는 사회적 적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진로선택의 변화는

진로환경에 자신을 맞춰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진로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 적응

성이 대두되었다. Super & Kidd(1979)는 진로 적응성이란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직업 결정과 진학을 위해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근무와 일의 형태)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과제의 준비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라고

정의하여 구체화하였다. 진로 적응성의 척도를 개발한 Jang

(2009)은 우리나라에 맞는 진로 적응성 척도 개발을 통해 진로

적응성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따라 성

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그리고 직업선택을 위

한 직업 세계로의 전환과 직업적응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 적응성은 직업적응을 위한 모든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라고 정의하였다. Savickas & Porfeli(2012)는 진로 적응성은 진

로전환과 진로변화를 원할 때 사람들이 적응하는 필수적인 자

원임을 주장하였으며, 진로 적응성은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발달하는 자원이란 것에서 개인이 가지는 특성

(traits)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구인이라 할 수 있으며 진로 적응

성의 하위 요인은 진로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통제와 진로

호기심 그리고 진로 자신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Jang(2009)

은 진로 적응성을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로 보아 연구하였으며, Kim(2019)

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적응성의 중요 개념은

심리적 외상과 진로전환을 다루기 위한 개인 심리 사회적 자원

과 관련 있으며, 그 하위 요인을 진로에 대한 자신감, 진로에 대

한 호기심, 미래에 대한 관심, 자기 통제력으로 구성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2.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경영학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통, 언어, 이

념, 상징의식 등으로 해석되며, 이는 기업문화의 총체적인 개

념이다. 많은 경영학 연구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기업문화와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은 고객의 시장 가치

변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경쟁 속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이는 어느 조직이든 구성

원이 생각하는 행동의 방식과 조직구성원들의 문화는 조직 행

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조직의 성취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Pettigrew, 1979).

Gordon(1991)는 조직문화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그 기원

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

과 사회체계를 형성하며 그들을 서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종합

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사회과학에서의 조직문화는 특정

조직과 그에 따른 하위 조직이 공유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태도, 사고방식, 관념, 신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Do, 1999). 조직문화

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내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같은 공동

체로 형성하는 통합 기능과 외적으론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대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내부 문제를 해

결하고 창조하며 개발하는 조직 구성원들간의 사고방식과 가

치관을 지배하는 조직의 근원이며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Handy(1978)는 조직문화의 환경 적절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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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을 과업문화, 실존문화, 클럽문화,

역할 문화로 나누어 보았으며, Quinn & McGrath는 조직문화

의 구성요인을 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

계 지향문화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조직문화를 관계지향적인 문화, 위계적인 문화, 변화지

향적인 문화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을

분석하고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은 서울·경기지역의 미용사 남·여를

대상으로, 자기기재 방법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정확한 자료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2021

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미용사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의 질문과 어휘가 불분명한 부분들

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2년 01월 12일부터 02

월 11일까지 3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297부의 설문지를 나

누어 주어 295부를 수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93부

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사용된 설문 문항의 구성으로는 일반

적 특성,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 조직문화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연구자의 연구의도에도 따라 6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미용사의 진로적응성은

Kim(2019), Lee(201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하위

요인을 자신감과 호기심, 미래에 대한 관심, 자기 통제력으로

나누어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문화는 Kim(2014), Park &

Yoo(2020) 등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하위 요인을

관계지향적인 문화, 위계적인 문화, 변화지향적인 문화의 12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설문지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인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의 분석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0,0v을 통해 분석하

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둘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

의 추출방법으로는 변수의 수가 많고 공통인자 분산의 값이 심

하게 변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법이 사용되

었으며, 요인의 회전방법으로는 Varimax가 사용되었다. 셋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투입방법은 단계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은 총 293명이며, 성별은 여성이 71.3%, 남성이

28.7%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37.2%, 30

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25.3%,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21.8%, 50세 이상 15.7%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부는 미혼

62.5%, 기혼 32.8%, 기타 4.8%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전문대

재학/졸업 37.5, 대학 재학/졸업 34.5%, 대학원 재학 이상

21.8%, 고등학교 졸업 6.1%로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이 28.3%,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 25.6%, 400만 원 이상이 28.3%,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17.2%로 나타났다. 미용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37.2%,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28.0%, 15년 이상

21.2%,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13.7%로 나타났다.

2.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

1) 진로 적응성의 하위 요인

진로 적응성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을

요인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

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 구형 성을 알아본 결과 χ²은

2170.036(df=66, Sig.=.000)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

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다. KMO의 표본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KMO 값이 .841로 나타났고, 공통성을

알아본 결과 모두 .528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 적응성

을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되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들의 전체 설명력은 69.9%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728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28 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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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각 요인의 명명은 (Table 2)와 같다.

요인1(31.8%)은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깊이 탐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자신

감과 호기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23.8%)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나의 선

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미래에 대

한 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14.1%)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며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

므로 ‘자기 통제력’으로 명명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Savikcas & Porfeli(2011), Kim(2019)은 진로

적응성의 하위 요인을 관심, 호기심, 자신감, 통제의 4가지 요

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적응성의 하

위 요인을 자신감과 호기심을 하나의 요인으로 보아 3가지 요

인으로 측정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사료된다.

2)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조직문화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을 요

인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

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 구형 성을 알아본 결과 χ²은

1750.667(df=66, Sig.=.000)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

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다. KMO의 표본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KMO 값이 .713로 나타났고, 공통성을

알아본 결과 모두 .517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문화를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

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들

의 전체 설명력은 66.0%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계수는 .843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05 이상으로 나타났

다. 각 요인의 명명은 (Table 2)와 같다.

요인1(29.206%)은 우리 헤어살롱의 직원들은 미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강

조하며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구

성되었으므로 ‘관계지향적문화’로 명명하였다.

요인2(20.722%)은 우리 헤어살롱은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강

조하고 관행이나 절차에 엄격하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여 직원들의 계급이 뚜렷하고 매우 형식적이고 구조화되어 있

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위계적인 문화’로 명명하였다.

요인3(16.313%)은 우리 헤어살롱은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ntent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84 28.7

Woman 209 71.3

Age

Over 20 – Under 30 109 37.2

Over 30 – Under 40 74 25.3

Over 40 – Under 50 64 21.8

Over 50 years old 46 15.7

 Marital status

Single 183 62.5

Married 96 32.8

Other 14 4.8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8 6.1

College enrollment/graduation 110 37.5

University enrollment/graduation 101 34.5

Graduate school or higher 64 21.8

Average monthly 
income

More than 1 million won – 2 million won 52 17.2

More than 2 million won – 3 million won 75 25.6

More than 3 million won – 4 million won 83 28.3

over 400 million won 83 28.3

Beauty career

More than 1 year – less than 5 years 109 37.2

More than 5 years – less than 10 years 40 13.7

More than 10 years – less than 15 years 82 28.0

More than 15 years 62 21.2

Sum 2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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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이나 제품을 선호하고 새로운 변화에 의한 성장과 개인의

성과달성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변화지

향적인 문화’로 명명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조직문화의 유형화 기준을 조직 유효성으로

나누어 연구한 Kim(2003), 조직의 효과성과 환경에 대한 조직

으로 조직문화를 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로 보

아 연구한 Park(2017)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가 미용사라는 것과 집단문화를 관

계지향적 문화로 보아 연구하고 합리적 문화를 변화지향적인

문화 안에 포함하여 연구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사

료된다. 

3.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의 상관관계

Table 2. Sub-factors of career adaptability

Sub-factor Career Adaptability Measurement Questions Factor load Commonality

Confidence and 
curiosity

Able to work efficiently on a given task. .855 .756

I can handle the tasks assigned to me well. .821 .794

You can learn new skills well. .795 .793

I can use my abilities. .690 .708

I consider a variety of ways to get things done. .671 .754

I deeply explore (think) about the problems I have. .666 .583

Eigenvalue: 3.828, explanatory power: 31.896, Cronbach's α: .895

Concern for the 
future

I am preparing for the future I want. .820 .805

I know that my choices today shape my future. .791 .726

I am planning how to achieve my goals .762 .662

Eigenvalue: 2.863, Explanatory power: 23.86, Cronbach's α: .723

Celf-control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803 .683

Make the right choice for me. .650 .605

I take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518 .528

Eigenvalue: 1.705, Explanatory power: 14.144, Cronbach's α: .805

KMO=.713, Bartlett=2170.036, df=66, p<.001, Cumulative explanatory power(%)=69.9, Overall Reliability=.729

Table 3.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culture

Sub-factor Organizational Culture Measurement Questions Factor load Commonality

Relationship-
oriented 

culture

Our hair salon staff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beauty. .907 .843

Our hair salon has no secrets in an atmosphere that trusts each other. .898 .809

Our hair salon emphasizes the sense of unity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844 .742

Our hair salon managers give each other feedback. .793 .685

Eigenvalue: 3.483, Explanatory power: 29.026, Cronbach's α: .895

Hierarchical 
culture

Our hair salon emphasizes stability rather than change. .833 .558

Our hair salon is strict with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rules. .828 .713

Our hair salon has a clear hierarchy of employees. .669 .749

Our hair salon is very formal and structured. .526 .744

Eigenvalue: 2.487, Explanatory power: 20.721, Cronbach's α: .723

Change-oriented 
culture

Our hair salon is future-oriented. .689 .531

Our hair salon prefers new treatments or products. .660 .608

Our hair salon emphasizes growth by new changes. .648 .559

Our hair salon is very interested in individual achievements. .609 .517

Eigenvalue: 16.313, Explanatory power: 16.314, Cronbach's α: .805

KMO=.713, Bartlett=1750.667, df=66, p<.001, Cumulative explanatory power(%)=66.061, Overall Reliability=.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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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

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자신감과 호기심은 관계지향적 문화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지향적인 문화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관계지향적 문

화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계적 문

화와 변화지향적인 문화에서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은 관계지향적 문화, 위계적인

문화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조직

문화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의 관계지향적인 문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F=39.964***), 진로 적응성은 조직문화의 관계지

향적 문화에서 자신감과 호기심(β=.-466***), 미래에 대한 관심

(β=-.255***) 순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기 통제력(β=.114*)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미용사의 자신감과 호기심, 미래

에 대한 관심 요인이 높아질수록 관계지향적 문화요인은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 적응성의 통제력 요인이 높아질수록

관계지향적 문화요인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용사

가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

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깊이 탐색하며, 미래에 관한 관심

요인이 높아질수록 헤어살롱의 직원들은 미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관계지향적 문화요인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

인 태도를 유지하고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며 나의 행동에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N=293)

Subvariable

Career adaptability Organizational culture

Confidence 
and curiosity

Concern for 
the future

Self-control
Relationship-

oriented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hange-oriented 
culture

Confidence and curiosity 1

Concern for the future .000 1

Self-control .000 .000 1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466** -.255** .114* 1

Hierarchical culture .100 .271** .285** .000 1

Change-oriented culture .163** .314** .036 .000 .000 1

**p<0.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on organizational culture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ulture)

Independent variable

(Career adaptability)
Β β t R²

Correction 

R²
F

Organizational 

culture

Relationship-
oriented 

culture

(A constant) .050 -.090

.295 .288 39.964***
Confidence and curiosity .050 -.466 -9.388***

Concern for the future .050 -.255 -5.146***

Self-control .050 .114 2.298*

Hierarchical 

culture

(A constant) .054 -.004

.165 .156 18.810***
Confidence and curiosity .054 .100 1.856

Concern for the future .054 .271 5.014***

Self-control .054 .285 5.277***

Change-oriented 

culture

(A constant) .055 -.084

.126 .117 13.760***
Confidence and curiosity .056 .163 2.949**

Concern for the future .056 .314 5.672***

Self-control .056 .036 .64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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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 성향이 높아질수록 미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

유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조직의 일체감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관계지향적 문화요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의 위계적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

으며(F=18.810***), 진로 적응성은 조직문화의 위계적인 문화

에서 미래에 대한 관심(β=.271***), 자기 통제력(β=.285***)순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사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자기 통제력 요인이 높아질수록 위계

적인 문화요인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용사가 자신

을 원하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

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통제력 요인이 높아지면 변화보다는 안

정성을 강조하고 관행이나 절차에 엄격하고 계급이 뚜렷하며

형식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위계적인 문화요인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의 변화지향적인 문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F=13.760***), 진로 적응성은 조직문화의 변화지

향적인 문화는 진로 적응성의 미래에 대한 관심(β=.314***), 자

신감과 호기심(β=.163**)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적응성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목표 달

성을 위해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자기 통제력 요인이 높아질수

록,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변화에 의해 성장과 성과달성에 관

심이 많은 변화지향적인 문화요인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재직자의 진로 적응성 하위 요인인 자신

감과 호기심 요인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한

Lee(2016)의 연구결과와 미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로 적응성

요인이 높아지면 관계지향 문화가 높아진다고 연구한

Kim(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이 조직문화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

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용사의 진로 적응

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

자신감과 호기심, 미래에 대한 관심, 자기 통제력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은

조직문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진로 적응성과 조

직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조

직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선행변수로 진로 적

응성의 측정개념을 이론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진로 적응성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 환경과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은 미용 산

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용사의

진로에 대한 적응성은 조직문화에 영향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미용사의 조직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구성원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한다면

조직 구성원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미용 산업은 조직구성원의 감정적인 교류 및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조직구성원과의 갈등

을 해소시킨다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미용 산업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 개개

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조직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올바르게 형성된 조직문화의 유지 활동을

지속하는 방안과 공동체를 이끄는 올바른 조직의 풍토를 조성

해야 한다. 또한, 미용사의 조직문화를 전략적인 방향으로 검

토하여 이끌어 간다면 미용 산업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용 산업은 조직 구성원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기

술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야 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질적 향상은 업무성과와 조직

몰입(충성)도를 높여,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향유하여 미용

산업 인적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용사의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라는 변수로 한

정하여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용 산업과 다른 업종 간에는 비교분

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진로 적응

성의 하위요인 별 분석이 좀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진로

적응성과 조직문화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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