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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살롱의 서비스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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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Beauty Salon

Yun Su Yong
Keochang Provincial College, Dept. of cosmetology Field Professor

ABSTRACT
The extant stud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beauty salon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is study may be the first empirical study of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beauty salon. This
paper explor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service
encounter of beauty salon, in addition to customers ' service expectation.

Also we try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the major reason for the customer to show the service
satisfaction toward specific beauty salon?” By introducing service expectation and encounter
service quality as new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we have introduced a conceptual
model with parsimony and higher explanatory adequacy.

The results show that encounter

technical service quality and functional service quality have direct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s important factors.

T echnical service quality has been prov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one when we regard the effect of the variables upon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encounter functional service
quality, as well as technical service quality,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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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며, 이를 위해 기존 고객들의 유지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

방어적 마케팅 전략의 목적은 주어진 제약

와 문화적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풍요로운

하에서 기존 고객의 유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고

삶을 영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용에 관

객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우리 나라의 미용산업은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고객 이탈율을 5%

부가가치가 있는 유망 업종으로 자리잡게 되었

줄이면 기업의 수익율은 25 ～85% 증가시킬

다. 고객이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알고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ichheld & Sasser,

하는 미에 대한 추구는 점차 미에 관한 모든

1990). 방어적 마케팅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토탈 패션으로서의 미적 욕

방법은 높은 고객 만족을 구축하는 것이다(Fo-

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로 인하여

rnell, 1992). 고객 만족은 경쟁자로 하여금 우리

뷰티살롱은 현재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형성하

뷰티살롱의 고객을 이탈시킴에 있어 비용을 초

고 있으며, 보다 더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차

래하게 한다. 따라서 고객 만족을 통해 높은 고

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뷰티살

객들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방어적 전략의 핵

롱은 IMF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시장 개

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방화, 제도적 미비, 소비자 계층의 욕구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서비스의 유형적인 제품과의 구별되는 특성
으로 무형성, 불가분성, 이질성, 소멸성 등을 들

이러한 시점에서 고객 만족은 뷰티살롱의 성

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품과는 다른 복잡한 문

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제들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며, 서비스 특

다. 즉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유의 마케팅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뷰

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 위주의 뷰

티살롱과 같이 서비스 인카운터(service enco-

티살롱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unter)가 고객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

우에 고객이 사전에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과

력으로서 헤어스타일을 상품으로 하는 미용산

서비스 인카운터에서의 서비스 성과가 고객만

업은 유형의 상품이면서도 그 과정이 서비스적

족에 영향을 어떤 경로로 미치는 가에 대해서

인 속성을 담고 있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살펴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측면에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서비스 접근 방
법을 필요로 한다(유상준,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뷰티살롱에서 고객
이 사전에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인

그 동안 뷰티살롱들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

카운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에 대한 지

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에 더 많은 노력을

각이 어떻게 고객 만족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은 새

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

로운 고객의 유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 고

치는 뷰티살롱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고객 만족

객 유지에 목적을 두는 방어적 마케팅 전략에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전략적 대안을

비하여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Rosenberg & Czepiel, 1984). 따라서 뷰티살롱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서비

들은 방어적 마케팅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하

스 제공자의 성과와 고객 만족간의 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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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봄으로써 뷰티살롱들에 많은 시사점을 제

심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하고 있다.
서비스의 정의를 앞서 논의된 학자들의 견해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뷰티살롱 고객이 지각하

Ⅱ . 이론적 배경과 가설

는 서비스의 질은 고객이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경험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특정한 뷰티살롱에

1 . 고객의 기대서비스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대인관
계 활동으로서 고객이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
여한 가운데 서비스 인카운터가 이루어지므로
속성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순간·소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서
비스 속성 접근방법과 고객 만족 접근방법, 지
각 품질 접근방법, 그리고 활동·관계 접근방
법, 서비스 질과 만족, 그리고 구매 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접근방법 등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결국
본질인 서비스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비스의
본질인 질에 대하여 Garvin(1987)은 서비스 질
을 특정 기준의 일치(conformance)로 고객의
기본적 욕구와 이차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은 내
적으로는 생산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과 외
적으로는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고객의 욕구와
기대의 충족을 통한 고객 만족을 달성시켜 준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전자의 관점은
생산 관리 측면에서의 서비스의 표준화를 의미
한다. 한편 후자의 관점으로서 서비스 질에 대
한 마케팅 접근으로서 보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서비스 지각과 만족은 기본적으로 경험의 총체
라고 말했으며, 또한 만족은 제공된 서비스의
기대와 비교하는 고객 지각의 기능이라는 것을
Garvin (1987)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
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국 서비스는 고객 중

대한 유·무형의 인적, 물적, 시스템적 기대서
비스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뷰티살롱에
있어서 물적 서비스와 시스템적 서비스는 기본
적으로 설비 중심 서비스이며, 인적 서비스는
인적 중심 서비스이다.
또한 뷰티살롱 서비스는 하나의 대상 혹은
제품이라기 보다는 무형성, 활동 혹은 수행 과
정으로서 고객의 참여와 상호 작용 관계이며,
재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생
산 혹은 수행되어 진다. 뷰티살롱 서비스는 서
비스 창조에서의 고객과의 접촉이 크며, 뷰티살
롱 미용사는 고객 특성에 따라 주문화되는 정
도는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뷰티살롱
의 추상성이 대체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특히 뷰티살롱 고객의 평가가 용이하며, 고
객이 서비스 이용시 느끼게 되는 욕구 충족에
대한 불안감으로서 지각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뷰티살롱 서비스는 고객의 뷰티살롱 이용 중
서비스 인카운터에서의 사용 경험에 의해 그
질과 가치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경험재의 성
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와 고객간의 고접촉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뷰티살롱 서비스는 사람의 신체
에 대한 서비스라 할 수 있으며, 고객과 미용사
간의 대인관계 서비스로서 물리적 복잡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뷰티살롱 서비스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인적
서비스, 물적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적 서비스
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요인들은 뷰티살롱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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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 인카운터에서의 서비스 품질에 상호

2 . 인카운터에서의 서비스 품질

작용 및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고객 관계 활동으로 인적 서비스는

Suprenant와 Solomon(1987)에 의하면 서비스

뷰티살롱 고객과 뷰티살롱 미용사간의 관계활

인카운터(service

동에 있어서 미용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작용 또는 보다

활동을 말한다. 특히 뷰티살롱은 특성상 노동집

광의적인 개념으로 고객이 특정 서비스와 직접

약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 의존성이 강

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동안의 기간이라고 정의

하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는 뷰티살롱 서비스

하였다. 서비스 인카운터는 서비스 속성(무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 더불어 성과의 모호성 때문에 소비자가

encounter)란

특정시점에서

둘째, 물적 서비스는 뷰티살롱 서비스의 가치

제공받는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

를 제고시키는 유형적 단서이다. 물적 서비스는

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자들은 소비자

기본적으로 뷰티살롱 내외의 분위기 및 청결상

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초로서 서비

태, 뷰티살롱 상품 이용 및 소비에 제공되는 다

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상호 작용 그 자체를 품

양한 시설 및 비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물적

질로 활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서비스는 유형성이 뛰어나므로 고객의 관점에

인카운터가 소비자 만족을 평가하는데 핵심이

서 비교·평가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스템적 서비스는 제도적 서비스를 말

Solomon 등(1985)은 서비스 인카운터의 특성

한다. 시스템적 서비스의 예로는 예약 시스템,

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양자적 관계, 인

VIP 카드 제고, 할인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적 상호 작용, 역할 수행 등으로 규정하였다.

시스템적 서비스의 확대는 뷰티살롱 고객의 접

이는 서비스 인카운터의 중요성이 서비스 제공

근성과 편이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줄

자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흔히 서비스 인카

수 있다.

운터, 즉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기대 서비스는 뷰티살롱

상호 작용하는 동안에 좌우될 수 있다는데 있

고객과의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고객에 의해 경

다.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

험하게 될 때 그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어 진다.

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대인 접촉시의 서비스

따라서 뷰티살롱 서비스의 인카운터 서비스 품

품질을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 서비스를

다. 따라서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서비스 제공

구성하고 있는 질의 결정요인을 밝혀야 한다.

자는 고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특히 뷰티살롱 서비스에 대한 인카운터 서비스

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질은 고객의 사전의 기대 서비스 지각에 의

Gronroos (1991)는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서비

해 결정되므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각성

스 제공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참여적

과를 중심으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

역할도 서비스 성과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영

다.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서비스 품질
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 동안에 무
엇을 제공해야 하는가와 관련되는 기술적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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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quality)이다. 이런 기술적 품질의 예
로는 뷰티살롱 미용사의 미용 지식, 활용되는
시설 및 장비, 미용 기술의 수행 능력 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기능적 품질(functional quality)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
공하느냐에 관련된 품질이다. 이것은 서비스 제
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적인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
술적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
능적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7 : 기술적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기능
적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공헌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뷰티살롱
의 경우 서비스 인카운터에서의 미용사의 고객

3 . 고객 만족

에 대한 친밀도 또는 친절 등이 그 것이다. 특
히 고객과의 접촉 정도가 높은 뷰티살롱의 경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크게 두 가

우 미용사의 기술적 품질과 고객의 기술적 품

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 관점은 거

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

래 특유적(transaction specific) 고객만족으로서

로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core ser-

개별 거래에 대한 성과를 기대와 비교함으로써

vice)에 관련된 유형적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

만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관점

이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은 누적적(cumulative) 고객 만족으로서 개별거

때 더 크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서

래 각각에 대한 경험들이 모여서 점포에 대한

비스를 제공 받았는가에 집중된다.

전체적인 평가 결과로서의 고객 만족이 결정된

Czepiel 등(1980)은 인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다는 것이다. Anderson 등(1994), Fornell 등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

(1996), Johnson과 Fornell(1991)들은 누적적 고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접촉

객 만족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시간의 경과에

정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따른 여러번의 거래 및 소비 경험에 근거한 평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카운터에서는 핵심 서비

가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거래 특유적 고객 만

스, 즉 Gronroos (1991)가 제안하고 있는 기술적

족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인카운터(service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제

encounter)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

공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기능적 서비스 품질도

해줄 수 있는 반면, 누적적 고객 만족은 뷰티살

중요하게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롱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주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는 보다 근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에 대한 뷰

가설 1 : 인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술적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인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능적

티살롱의 장기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누적적 고객 만족 관점이 거래 특유적 고객 만
족 관점보다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 물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술적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 물적 기대 서비스가 좋을수록 기능적

뷰티살롱 고객의 특정 뷰티살롱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평가는 예상되는 서비스 가치, 인카운
터에서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과 같은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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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기대서비스

H1

기술적
서비스 품질

H3
물적
기대서비스

H5
H7
H4 H2
H6

H8
H9

고객
만족

기능적
서비스 품질

시스템적
기대서비스

그림 1. 연구모형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

일부터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정 뷰티살롱에 대하여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경

지의 배포와 회수는 직접 방문에 의해 이루어

험한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품

졌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124

질이 높을수록 그 뷰티살롱에 대한 여러 번의

부가 회수되어 62%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

서비스 경험에 근거한 전반적 평가로서의 고객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

만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외한 100부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자료

가설을 설정하였다.

의 분석은 윈도우용 SPSS 7.5와 LISREL 8.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8 : 기술적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9 : 기능적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고객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가 71명(71%), 남자가 29명(29%)으로 뷰티살롱
의 특성상 여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연

이상에서 설정한 가설들에 포함된 변수들간

령별 분포는 20대 56명(56%), 30대 35명(35%)

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앞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38명

의 그림 1>과 같다.

(38%), 전문대졸 41명(41%), 대졸 18명(18%)으
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57명, 기혼 39명으로
미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직업별 분류는

Ⅲ . 실증분석

가정주부 26명, 학생 17명, 전문직 31명 등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뷰티살롱 이용 빈

1 .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부산 지역의 15
개 뷰티살롱의 고객을 대상으로 1999년 5월 10

도는 1～2번(36명)과 3번(23명)이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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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이용
빈도
(최근 3개월간)

월수입

범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미혼
기혼
기타

응답자수(n=100)
29
71
2
56
35
7
57
39
4

퍼센트(%)
29.0
71.0
2.0
56.0
35.0
7.0
57.0
39.0
4.0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대중·퇴 포함)
대학원졸 이상
가정주부
학생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
기타
처음
1～2번
3번
4～6번
7번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38
41
18
3
26
17
9
9
31
8
17
36
23
17
7
24
30
27
12
7

38.0
41.0
18.0
3.0
26.0
17.0
9,0
9.0
31.0
8.0
17.0
36.0
23.0
17.0
7.0
24.0
30.0
27.0
12.0
7.0

이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많은 기존

2 . 변수의 측정

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또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인적 기대 서비스, 물적 기대 서비스 및 시스

인적 기대 서비스 개별 문항은 훌륭한 뷰티

템적 기대 서비스의 측정은 Parasuraman 등

살롱 미용사는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훌륭한

(198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뷰티살롱의 여건

뷰티살롱 미용사는 고객에게 관심과 친절한 응

에 맞도록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대를 해야 한다, 훌륭한 뷰티살롱 미용사는 서
비스가 신속해야 한다 등 4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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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기대 서비스 개별 문항은 훌륭한 뷰티
살롱은 실내 장식, 분위기가 뛰어나야 한다 ,

3 . 측정항목의 단일차원성, 신뢰성 및 타당
성 분석

훌륭한 뷰티살롱은 음악 서비스가 좋아야 한
다 , 훌륭한 뷰티살롱은 시설, 비품이 현대감각
과 개성이 있어야 한다 등 3문항이다.

Churchill(1979)은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
고자 할 때에는, 이들의 검토 전에 측정 항목들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 개별 문항은 훌륭한

이 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각

뷰티살롱은 예약이 용이하고 정확해야 한다,

각의 척도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

훌륭한 뷰티살롱은 요금이 적절해야 한다, 훌

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륭한 뷰티살롱은 영업 시간이 적절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을 통해 수

등 5문항이다. 모든 항목에 있어서 사용된 척도

집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 분

는 7점 척도이다.

석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품질의

검증 외에 단일차원성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실

측정 역시 Parasuraman 등(1985)에 의해 개발

시하였다. 우선 구성 개념들에 대한 설문 항목

된 척도를 뷰티살롱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여

들의 단일차원성은 Churchill(1979)이 제시한 방

이용하였다. 기술적 서비스 품질 개별 문항들은

법들인 개별항목 대 전체 항목간 상관 관계

이 뷰티살롱은 가격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item to total correlation)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 , 미용사는 헤어스타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통해 평가하였다.

가지고 있다 , 등 6문항이다. 기능적 서비스 품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 대 전체 항목간 상

질 개별 문항들은 미용사는 나의 사적인 일을

관 관계는 John (198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터 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편하게 해준다,

기준인 상관 관계가 .30미만인 설문 항목들을

미용사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경

탈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차적으로 1

을 써 주는 편이다 등 4문항이다.

개 뷰티살롱을 대상으로 1회에 걸쳐 표적 집단

고객 만족은 여러 번의 거래 경험에 따라 인

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을 실시함으로써

식한 뷰티살롱의 유형적, 무형적 속성에 근거하

설문 항목 작성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

여 내리는 전반적 만족도 외에도 해당 이용결

한 항목들을 제외시켰다.

정의 적절성, 올바른 정도, 행복감 등으로 구성

또한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뷰티살

하였다. 측정 항목들은 Oliver와 Linda(1981)의

롱 미용사 등 현장 경험자들과 미용관련 교수

연구에서 사용한 만족도 평가에 기초하였다.

등에게 설문 항목을 검토하게 하여 그들의 의

개별 문항들은 나는 이 뷰티살롱에 온 것을 만

견을 반영함으로써 표면 타당성(face validity)

족스럽게 생각한다 , 나는 이 뷰티살롱의 서비

을 높이고자 하였다.

스에 아주 만족한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한편, 탐색적 요인 분석은 개별 항목 대 전체

이 뷰티살롱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등

항목 간 상관 관계를 통해 탈락한 변수들을 제

6문항이다.

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인적 기대 서비스, 물적 기대 서비
스,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 기술적 서비스 품질,
기능적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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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 모두 동일한 요인에 .40이상의 높은 적재
치를 보였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 변수들은 개념들 간에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Nunnally (1978)에 의하면 신뢰성은 타당성을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

주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척도에 대한 신

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

뢰성의 검증 없이는 어떤 측정 도구들도 타당

lysis)을 LISREL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

성을 가진 척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del)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적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계수를 측정하여

재치가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χ2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여러

값에 따른 p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나

측정항목들로 구성된 척도의 경우 Cronbach α

(χ2=212 .97, df=137, p= .00), 다른 적합도 지

계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성 검증 방법

수들은 모두 측정모형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

이며, α계수가 신뢰성의 하한치를 의미하므로

을 보여주고 있다(GFI= .91, AGFI= .85, NFI=

보다 신뢰성이 높은 측정 항목들을 제공하여

.90, CFI= .90, IFI= .91, RMR= .05). 또한 각 측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신뢰

정 항목의 요인 적재치에 대한 t값도 모두 ±

성 계수가 <표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3.291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p< .001), 각 척도

Nunnally (1978)에 의하면 이 계수는 일반적으

들은 타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 .60이상이 권장되므로, 측정변수들은 전반적
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4 . 가설검증 결과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구성

또한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본 연구

개념들간에 상호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중

에서는, 단일차원성 및 신뢰성 검증에서 부적절

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한 항목으로 판정된 설문 항목들은 분석 대상

구성 개념들간의 상호 관계를 검증하고 평가하

에서 제외한 후에 다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

는데 유용한 LISREL을 이용하였다. LISREL을

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항목들은 6개의 요인으

사용하기 위한 기초 통계치로는 상관 행렬과

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

공분산 행렬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는 측정 항목들의 요인 적재치도 모두 .40보다

행렬을 이용하였다. Cudeck(1989)에 의하면 상

크게 나타났다.

관행렬을 이용할 경우, 부정확한 χ2 값과 적합
도 지수를 보이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나타
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측정척도별 신뢰성 검증

척도

신뢰성 계수 : Cro nbach α

인적 기대서비스(HES)
물적 기대서비스(MES)
시스템적 기대서비스(SES)
기술적 서비스 품질(T SQ)
기능적 서비스 품질(FSQ)
고객만족(SAT )

.8994
.8230
.8081
.9128
.7990
.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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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기대서비스

.433
(2.848)b
.667
c
(4.126)

물적
기대서비스

.367
b
(2.317)

시스템적
기대서비스

기술적
서비스 품질

.528
c
(4.144)

.543
c
(4.951)

고객
만족

.401
c
(3.499)

기능적
서비스 품질

.650
c
(3.827)

*표준경로계수 (t값)
**a : p<.05, b : p<.01, c :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LISREL 분석결과

가설 미지수

경로

표준경

표준

로계수

오차

t 값

유의도

H1

γ11

인적 기대서비스 → 기술적 서비스 품질

.001

.141

.060

n.s.

H2

γ2 1

인적 기대서비스 → 기능적 서비스 품질

.367

.145

2.317

p<.01

H3

γ12

물적 기대서비스 → 기술적 서비스 품질

.433

.134

2.848

p<.01

H4

γ22

물적 기대서비스 → 기능적 서비스 품질

.089

.140

.635

n.s.

H5

γ13

시스템적 기대서비스 → 기술적 서비스 품질

.667

.129

4.126

p< .001

H6

γ23

시스템적 기대서비스 → 기능적 서비스 품질

.650

.148

3.827

p< .001

H7

β2 1

기술적 서비스 품질 → 기능적 서비스 품질

.543

.110

4.951

p< .001

H8

β3 1

기술적 서비스 품질 → 고객만족

.528

.127

4.144

p< .001

H9

β32

기능적 서비스 품질 → 고객만족

.401

.115

3.499

p< .001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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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goodness of fit) 평가

(γ22= .089, t= .635).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된
반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가 필요하다.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

또한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ξ3)가 기술적 서

과를 살펴보면, χ2= 20.51, df=4, p값= .00,

비스 품질(η1)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가설

GFI= .93, AGFI= .89, NFI= .90, NNFI=.89,

5는 99.9%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CFI= .92, RMR= .05로 나타났다.

났다(γ13= .667, t= 4.126). 가설 6의 시스템적

GFI가 .90이고 또한 연구 모형이 주어진 자

기대 서비스(ξ3)가 기능적 서비스 품질(η2)에

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 주는 다른 전반적 부

미치는 영향은 99.9% 신뢰 수준에서 유의적임

합지수들인 AGFI, NFI, CFI도 .80이상으로 나

을 알 수 있다(γ23= .650, t= 3.827). 따라서 가

타나고 있다. 표준화된 잔차의 Q- plot 기울기도

설 5와 가설 6 모두 채택되었다.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연구 모형이

이러한 결과는 뷰티살롱에서 고객이 느끼는

자료에 잘 맞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적 서비스는 기능적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따라서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받아들여질 수

직접 미치나 기술적 서비스 품질에는 영향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적 서비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 3> 및 <그
림 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술적 서비스 품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기능적 서비스 품질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가설들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중 일부 가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택되고

는 밝혀졌다. 반면에 고객이 지각하는 시스템적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전체적

서비스 기대의 경우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적 틀을

기능적 서비스 품질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적 기대 서비스(ξ1)가 기술적 서비스

뷰티살롱 고객의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경험

품질(η1)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가설 1은

하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η1)과 기능적 서비스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품질(η2)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7의 경우

타났다(γ11= .001, t= .060). 반면 가설 2의 인

99.9%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 기대서비스(ξ1)가 기능적 서비스 품질(η2)

(β21= .543, t= 4.951).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

에 미치는 영향은 99.9% 신뢰 수준에서 유의적

었다. 고객이 뷰티살롱 인카운터에서 경험하는

임을 알 수 있다(γ21= .367, t= 2.317). 따라서

기술적 서비스 품질은 기능적 서비스 품질에

가설 1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적 기대 서비스(ξ2)가 기술적 서비

뷰티살롱의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스 품질(η1)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가설 3

변수로는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은 99.9%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경험하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다(γ12= .134, t= 2.848).

품질을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바 있다. 우선 기

반면 가설 4의 물적 기대 서비스(ξ2)가 기능

술적 서비스 품질(η1)이 고객 만족(η3)에 영

적 서비스 품질(η2)에 미치는 영향은 95% 신

향을 미친다는 가설 8의 경우 99.9% 신뢰 수준

뢰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1= .528,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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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또한 가설 9의 기능적 서비스 품질(η2)

결정 요인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고객 만족(η3)에 미치는 영향 역시 99.9%

둘째, 뷰티살롱 고객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β32=

구가 거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본

.401, t= 3.499). 따라서 가설 8과 가설 9 모두

격적으로 뷰티살롱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

채택되었다.

족에 대하여 실증 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뷰티살롱 업주에게 고객 서비스 만족에

Ⅳ. 결 론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인 서비스 인카운터
에서의 기술적 서비스 품질, 기능적 서비스 품

본 연구는 뷰티살롱 고객의 특정 뷰티살롱에

질과 이들에 대한 선행 변수로서 고객들이 사

대한 인적 기대 서비스, 물적 기대 서비스, 시

전에 지각하는 인적 기대 서비스, 물적 기대 서

스템적 기대 서비스가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경

비스 및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험하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품질을 통하여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를 규명함으로써 뷰티살롱 고객 만족의 결정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요인에 대한 개념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인적 기대 서비스는 기능적 서비스 품질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해서는 뷰티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연구 문제 해결을 위

살롱 미용사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인사

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증 분석하였

성, 관심과 친절한 응대, 헤어스타일이나

다. 본 연구의 발견점들이 제시하는 시사점들은

미용 기구에 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다음과 같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패션 감각, 직업

첫째, 본 연구는 뷰티살롱에 있어서 고객이
사전에 기대하는 서비스 질과 서비스를 받는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
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카운터에서의 서비스 품질, 그리고 서비스만

② 물적 기대 서비스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

족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실내

결과 인적 기대 서비스와 물적 기대 서비스가

장식이나 분위기, 시설과 비품의 현대 감

각각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품

각 등을 유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뷰티살

질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졌다.

롱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고객의 신

또한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품질과 기능적 서비스 품질 모두에 영

③ 시스템적 기대 서비스는 기술적, 기능적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 품질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예

기술적 서비스 품질은 기능적 서비스 품질에

약제도, 적정한 요금 체계 및 영업 시간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기

등을 준수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능적 서비스 품질 모두 고객 서비스 만족에 유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④ 고객이 뷰티살롱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경

본 연구의 발견점들은 뷰티살롱 고객 만족의

험하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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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만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기능

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기

실증 분석 결과를 뷰티살롱 전체에 대해 일반

본적으로 기술을 향상하도록 정기적인 교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

육 훈련 및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뷰티살롱을 대

기능적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비스 도중에 친밀함을 표시하는 행동과
고객에 가장 어울리고 개성을 살리는 헤
어스타일을 생각하여 어드바이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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