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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immersion of hairdressers. After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hairdress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is survey was conducted as an online questionnaire and 292 copies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2 questions on job stress, 15 questions on job immersion, and 7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For statistical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job

stress on emotional immersion,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stress and relational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emotional immers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job stress on continuous immersion,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stress, role stress, and organizational stress for each sub-factor of job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ontinuous  immers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job stress on normative immersion,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stress and relational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normative immersion. Summarizing the above, This study is

Job stress affects job Immersion, and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leisure time, and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lieving job stress, and research is expected to be conducted by subdividing various variables and age grou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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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무한 경쟁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Jin, 2021). 산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업과 고객의 니즈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정

도는 해가 더해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Yang, 2019).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크게 직업 수행과 관련

한 직무스트레스와 외부의 환경 특성이나 손실이 개인에게 영

향을 미침으로 발생되는 심리적, 사회적 인간의 갈등상태의 표

현인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Shin, 2020). 이러

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무만족과 직무몰입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미용서비스 산업의 직무스트레스

가 매우 높은 직업군으로(Kim, 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는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연구결과 헤어미용업 종사자의 스

트레스는 203개 직업 중에서 11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Oh,

2015).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업무 시간 등으로 인해 받는 직무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편이

며, 과다한 스트레스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Shin, 2020). 특히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며 정신적, 신체적 이상

징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여 직무능력 저하와 이직 등을 최소화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Ko, 2008). 

본 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won(2020)은 미국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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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한국 종업원은 업무의 관중함을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로 인해 한국 종사원의 역할 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주며 직무스트

레스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즉, 업무량이 많더라도 참고 견디

며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직무

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이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wang & Pack(2018)은 헤어미용 종사자들

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성별, 연령, 학력, 직

급, 경력, 근무지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할수록

정확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2020)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아지고 조직몰입이 높을수

록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

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으며 이직 의

도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

레스 차이를 분석하여 정확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

여 이직과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직무스트레스

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

직 미용산업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실정이며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몰입, 직무만족을 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완화, 지원 및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어떠한 관계

를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고 미용실의 직

무스트레스 완화 및 복지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에서 상사, 동료, 하급자 등 직무로 인

하여 생기게 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며 사회적, 심리적

및 생리적인 장애를 느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

다(Kim, 2018). 심리학에서는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

는 스트레스 업무 요구도가 많거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없

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주위 동료나 상사의 지지 조건이

부족하거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 때 직무스트레스는 커진다

고 정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을 살펴보면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

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로 구성된다(Lee, 2020). 본 연구에서는 조직도, 관계도, 역

할도 스트레스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도 스트레스는 조

직 내·외 환경과 근무 시간과 교육 등 조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인들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미용실 내의 직무스트레스의

조직도 스트레스는 근무환경과 근무 시간, 급여, 미용실 교육

시스템 등 이루어진 요인들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미용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조직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

과근무를 하지 않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되는 열정페이가

없어져야 한다. 또한 과도한 교육시스템은 헤어미용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관계도 스트레스

는 고객 또는 직장간의 관계 갈등, 동료 관계 등 서로 간의 관

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미용실 내의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도 스트레스는 디자이너와 스텝 간의 업무적 갈등과 동료

들과의 불화, 고객님과의 시술 도중 마찰로 인해 생기는 관계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관계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

의 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과 고객의 소리를 귀를 기

울여야 하며 고객, 동료, 직원 간의 관계의 신뢰와 믿음을 가져

야 한다. 역할도 스트레스는 업무 부담, 업무량, 역할갈등 등 자

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미용실 내

의 역할도 스트레스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받

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역할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퇴사 또는 이직에도 영향 주

며 직무만족과 구성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헤어미용 종사자의 조직도, 관계도, 역

할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보고자 한다.

2. 직무몰입

직무몰입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동일시하는 정도, 개인

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참여하고 몰두하여 이에 대한 높

은 관심 및 가치를 부여하는 상태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Kim, 2018) 직무를 통해 느끼는 심리적 동일시 정도로 심리적

으로 자기 직무에 대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Jae et al., 2015).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열정, 애착,

직무수행을 위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직무만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몰입의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계

속적 몰입, 감성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된다. 감정적 몰

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을 받아들여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미용실 내의 감성적 몰

입은 일에 대한 만족감과 일에 대한 열정을 말한다. 계속적 몰

입은 현재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발생된다고 지각되는 비용에

대한 의식 정도를 의미한다. 미용실 내의 계속적 몰입은 미용

실을 그만두거나 또는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몰입을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충성하고 의무를 수행한다는 내

적 규범체계를 의미한다(Hyun, 2015). 미용실 내의 규범적 몰

입은 헤어미용 종사자가 일에 대해 의무감을 느끼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몰입하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몰입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미용 종사자의 계속적 몰입, 감성

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통해 직무몰입 정도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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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광주·전남지역에 근무 중인 헤어미용 종사자 대

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30명 대상

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여 예비조사를 하여 수정, 보완

하였으며, 본 조사는 2022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3주

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한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응답 및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292부

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

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문항 12개는 Bak(2017), Jeong(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직도, 관계도, 역할도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직무몰입에 관

한 문항 15개는 Park(2012), Lee(2012), Oh(2016), Kim(2021)의

연구를 참조하여 감성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7문항은 연구자가 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합당하게 수정·보완하여 구

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제외한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

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v. 21.0 통계 패키

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

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미적 수준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여자

179명(61.3%), 남자 113명(38.7%)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173명(59.2%), 30대 80명(27.4%), 40대 29명(9.9%), 50대 이상

10명(3.4%)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71명

(24.3%), 전문대 졸업 51명(17.5%), 대학교 졸업 145명(49.7%),

대학원 이상 25명(8.6%)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미혼 236명

(80.8%), 기혼 43명(14.7%), 기타 13명(4.5%)으로 나타났다. 현

재 샵 근속년수는 1년 미만 91명(31.2%), 1-5년 미만 126명

(43.2%), 5-10년 미만 64명(21.9%), 10년 이상 11명(3.8%)으로

나타났고, 담당 직급은 원장/부원장 45명(15.4%), 실장/팀장 34

명(11.6%), 매니저 36명(12.3%), 디자이너 84명(28.8%), 스텝

93명(31.8%)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은 2천만원 미만 91명

(31.2%), 2-3천만원 미만 87명(29.8%), 3-4천만원 미만 68명

(23.3%), 4-5천만원 미만 31명(10.6%), 5천만원 이상 15명

(5.1%)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요인방식은 요인간의 독립을 가정한

Varimax에 의한 회전, 고유값 1 이상을 기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값은 0.40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0.50

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또한 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

된 정도를 의미하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

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

할 경우 사용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KMO값이 0.866,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²=2159.378(df=66, p=0.000)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

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74.539%로 나타났다. 즉, 요인

1(27.263%)은 ‘관계도 스트레스’로, 요인 2(26.549%)는 ‘조직도

스트레스’로, 요인 3(20.727%)은 ‘역할도 스트레스’로 명명하

였다. 총 3개 요인의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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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몰입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직무몰입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KMO값이 0.918,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²=

5294.225(df=105, p=0.000)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85.281%로 나타났다. 즉, 요인 1

(32.365%)은 ‘감정적 몰입’으로, 요인 2(29.365%)는 ‘규범적 몰

입’으로, 요인 3(23.551%)은 ‘계속적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총

3개 요인의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도는 0.60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하위요인별 ‘역할도 스트레스’(M=3.88), ‘관계도 스트레스’

(M=3.64), ‘조직도 스트레스’(M=3.05) 순으로 나타났고, 직무

몰입은 하위요인별 ‘감정적 몰입’(M=2.82), ‘규범적 몰입’

(M=2.54), ‘계속적 몰입’(M=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조직도 스트레스

(r=-.603, p<001), 역할도 스트레스(r=-.300, p<001), 관계도 스

트레스(r=-.400, p<001)는 직무몰입의 하위요인별 감정적 몰입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조직도 스트레스(r=-.333,

p<001), 역할도 스트레스(r=-.366, p<001), 관계도 스트레스(r=

-.504, p<001)는 직무몰입의 하위요인별 계속적 몰입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조직도 스트레스(r=-.366, p<001), 역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

Gender
Woman 179 61.3

Man 113 38.7

Age

20s 173 59.2

30s 80 27.4

40s 29 9.9

Over-50s 10 3.4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ion 71 24.3

Junior college graduate 51 17.5

University graduation 145 49.7

Graduation from graduate school 25 8.6

Marital status

Nmarried 236 80.8

Married 43 14.7

Other 13 4.5

Current years of service 

at the shop

Less than a year 91 31.2

Less than 1-5 years 126 43.2

Less than 5-10 years 64 21.9

More than 10 years 11 3.8

Position in charge

Ledger/Deputy Director 45 15.4

Director/Team Leader 34 11.6

Manager 36 12.3

Designer 84 28.8

Intern 93 31.8

Wage level

Less than 20 million won 91 31.2

Less than 20-30 million won 87 29.8

Less than 30-40 million won 68 23.3

Less than 40-50 million won 31 10.6

50 million won or More 15 5.1

Total 2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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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job stress 

Division

Ingredient

Relationship 

stress

Organization

al stress

Role 

stress

8. I often feel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hairdresser's staff. .877 .233 .160

4. I often get into friction with designers or staff, and I get stressed out .863 .197 .186

7. I get stressed from customers expressing their dissatisfactio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rocedure. .852 .038 .128

3. I can't communicate with the salon staff. .848 .262 .158

11. Currently, my decision-making at the hairdresser is not important. .116 .890 .103

1. I'm stressed out because I don't get off work on time. .119 .856 .079

2. I have a lot of hairdressing salon education systems, so I get stressed out. .219 .851 .179

10. I get stressed out because the employees don't help me when something difficult happens while 

working.
.199 .818 .133

12. I get stressed out if the results aren't good after your hair procedure. .039 .059 .850

9. I get confused when unexpected things happen at work. .259 .176 .783

6. I get confused when unexpected things happen at work. .044 .267 .722

5. I have a lot of work at the hairdresser's, so I'm stressed. .359 -.020 .680

Eigenvalues 3.272 3.186 2.487

Dispersion explanation(%) 27.263 26.549 20.727

Cumulative dispersion explanation(%) 27.263 53.812 74.539

Reliability .917 .903 .797

KMO=.866, Bartlett's test χ²=2159.378 (df=66, p=.000)

Table 3. Valid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Job Immersion 

Division

Ingredient

Emotional 

immersion

Normative 

immersion

Continuous 

immersion

11.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 job. .894 .154 .121

14. Most of my interests stem from my hairdressing job. .878 .289 .171

10. I think the staff at the hair salon have a warm, family-like feeling. .840 .215 .067

4. Personally, I am quite immersed in my hairdressing job. .832 .335 .197

15. I would feel guilty if I left the salon now. .820 .265 .221

3. I have passion when I work. .810 .311 .167

12. I think my current hairdressing job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242 .888 .259

8. I feel a sense of duty towards the people in our salon. .273 .885 .158

13. I am working in a hairdressing salon because I wanted and at the same time needed it. .313 .884 .214

5. I spend most of my time working. .284 .859 .215

1. I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our salon. .328 .840 .246

9. I don't think it's justified to go to another Hair shop even if I get a scout offer. .077 .210 .907

7. I want to try a new job(r). .255 .179 .899

6. If I quit work the hairdresser, many parts of my life will be shaken up. .095 .259 .882

2.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quit work my job at a hair salon. .241 .182 .846

Eigenvalues 4.855 4.405 3.533

Dispersion explanation(%) 32.365 29.365 23.551

Cumulative dispersion explanation(%) 32.365 61.730 85.281

Reliability .952 .968 .941

KMO=.918, Bartlett's test χ²=5294.225 (df=10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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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도 스트레스(r=-.254, p<001), 관계도 스트레스(r=-.400, p<001)

는 직무몰입의 하위요인별 규범적 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him et al.(2019) 연구의 상관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

입의 역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하다.

4.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

는 영향

1)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감정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감정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3.14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조직도

스트레스(β=-.516, p<.001), 관계도 스트레스(β=-.168, p<.01)가

감정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조직도 스

트레스, 관계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적 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도 스트레스는 조직내부나 외부의 환

경에 관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관계도 스트레스는 고객 또는

직장관계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는 Shin(2020)의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직무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하

며, Ha(2017)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고객관련

요인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연구결과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조직과 관계 간에 마찰이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계속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계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6%이고, 회귀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0.286,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관계도 스트레스

(β=-.385, p<.001), 역할도 스트레스(β=-.164, p<.01), 조직도 스

트레스(β=-.126, p<.05)가 계속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의 하위요인별 관계도 스트레스, 역할도 스트레스, 조직도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계속적 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장간의 관계와 고객 간의 관계, 업무량이 많아지고 시간

적 압박과 조직 내·외 환경 등이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Soh(2019)의 연구에서 근무시설, 교육

과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즉 업무과다와 시간적 여유가 적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Division M±SD

Job Stress Job Immersion 

Organizational 

stress
Role stress

Relationship 

stress

Emotional 

immersion

Continuous 

immersion

Normative 

immersion

Organizational stress 3.05±1.093 1

Role stress 3.88±.672 .326*** 1

Relationship stress 3.64±.877 .400*** .418*** 1

Emotional immersion 2.82±1.024 -.603*** -.300*** -.400*** 1

Continuous immersion 2.20±.920 -.333*** -.366*** -.504*** .401*** 1

Normative immersion 2.54±1.048 -.366*** -.254*** -.400*** .594*** .485*** 1

***p<.001

Table 5. Effects of job stress on emotional immersion of hairdresser 

Divis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E β

(A constant) 5.371 .290
　

18.548 .000

Organizational stress -.483 .048 -.516 -10.142*** .000

Role stress -.094 .078 -.062 -1.202 .230

Relationship stress -.196 .062 -.168 -3.169** .002

R²=.397, Adj. R²=.390, F=63.144***, p=.00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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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직무몰입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Choi

(2016)의 연구에서 고객불량행동이 직무몰입 영향 즉, 고객관

계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3)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규범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

헤어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3%이고, 회귀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6.036, p<.001).

독립변수별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관계도 스트레스

(β=-.281, p<.001), 조직도 스트레스(β=-.234, p<.001)가 규범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관계도 스트레스,

조직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규범적 몰입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Jang(2013)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체계, 관계갈등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

무몰입은 낮아지게 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어떠한 관계를 미치

는지 살펴봄으로써 헤어미용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보고 미용실의 직무스트레

스 완화 및 복지개선을 제시하고자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도 스트레스의 요인은 미용실 내의 헤어미용 종사

자가 근무 환경, 근무 시간, 급여, 미용실 교육시스템 등으로 발

생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를 자각할수록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관계도 스트레스의 요인은 미용실 내의 직무스트레스

의 관계도 스트레스는 디자이너와 스텝 간의 업무적 갈등과 동

료들과의 불화, 고객님과의 시술 중 마찰로 인해 생기는 관계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를 자각할수록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역할도 스트레스의 요인은 미용실 내의 역할도 스트레

스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과

도한 업무량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이를 지각할수록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 준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헤어미용 현장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는 어렵다. 최근 예약제로 바뀌

면서 휴게시간을 지켜지는 환경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있지만,

현장 대부분 연대하고 직원의 수가 많아 휴게시간이 지켜지기

어렵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미용실 내의 휴게시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사,

조직의 대표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상사, 조직의

Table 6. Effects of job stress on continuous immersion of hairdresser 

Divis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E β

(A constant) 4.865 .281
　

17.298 .000

Organizational stress -.106 .046 -.126 -2.287* .023

Role stress -.224 .076 -.164 -2.955** .003

Relationship stress -.404 .060 -.385 -6.725*** .000

R²=.296, Adj. R²=.288, F=40.28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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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s of job stress on normative immersion of hairdresser 

Divis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E β

(A constant) 4.813 .338
　

14.218 .000

Organizational stress -.224 .056 -.234 -4.024*** .000

Role stress -.094 .091 -.060 -1.029 .304

Relationship stress -.336 .072 -.281 -4.651*** .000

R²=.213, Adj. R²=.205, F=26.036***, p=.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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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먼저 직원을 배려하여 휴게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산업현

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향상

을 위해 토크 & 러닝 데이(Talking & Learning Day)를 지정한

다. 미용실에서는 일주일에 2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회식 및

조회를 진행한다. 또한 미용실마다 특색있는 근무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책을 읽고 감상문 발표하

기,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주신 감사

한 분들에게 상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관

계도, 역할도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토크 & 러닝 데이를

지정하여 상사와 동료의 불화를 완화하고 고객의 마찰, 업무의

부담을 이야기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조직구성원 간의

소통과 기술 교환, 고객에게 대하는 방법과 대체법 등 이야기

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한 달에 한 번 교육의 날 토크 &

러닝 데이를 지정하여 단순한 마케팅과 기술교육이 아닌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 현장과 산업현장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습과 이론, 현장 전문

가 특강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서는 취업 전 직무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트

레스와 건강이 저하되면서 이탈 또는 이직하는 미용인들이 많

아지고 있다.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직

무스트레스 관리나 직업인으로서 건강관리와 조직 구성원 간

의 소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고 교육 현장뿐 아

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외부교육과 내부 교육 외에 직원들의 스

트레스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토크 & 러닝 데이,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직무몰

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추는 건강한 미용

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전남·광주지역 헤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 지역을 확대

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안 마련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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