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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 론

과거 매스마케팅 시대에서 시장의 주도권이 기업에 있었다면, 공급이 수요

를 초과하게 되는 현재는 시장의 주도권이 고객에게 있다(전성정, 박선주, 

2002). 경쟁적 시장 환경의 변화로 헤어살롱들은 신규고객 창출에 어려움

을 겪고 있고, 살롱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객의 만

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고객과의 강한 유

대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관계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배상중, 조봉진, 2008). 고객은 과거에 만족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살롱이나 종사자와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차부근, 박대환, 

2002) 관계마케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존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유지

를 통해 고객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이수환, 2011), 마케팅 연구

자들도 관계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파악하고 관계마케팅의 효율

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 오연풍 등(2011)

의 연구에서 관계마케팅 요인 중 고객만족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만족에

고객관계지향, 커뮤니케이션, 물리적 시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혁중(2009)의연구에서도 태권도장의 관계마케팅 요인이 수

련생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관계마케팅 실행을 통할 경우 수

련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

계마케팅과 고객만족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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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마케팅, 고객만족도, 추천의도,
재방문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헤어살롱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적용되었다. 본 조

사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로 자기기입

식 설문지법이 적용되었다. 총 350부의설문지를 배포하여 342부가회수되

었으며, 그 중에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0부의설

문지를 제외한 312부가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는 SPSS 22.0이사용되었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회귀분석이 사용 되었다. 

연구 결과

관계마케팅의 운영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모두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들을 살펴볼 때 고객들은 살롱이용에 있어

직원들의 관심과 의사소통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질문에 대한 신속한 응대, 

재방문에 대한 보상서비스 등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살롱에서는 방문고객에 대한 기록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

반으로 재방문 고객을 위한 서비스 및 보상시스템 등의 관계형성을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재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긍정적 관계형성으로 유대관계가

깊어진 고객으로 하여금 잦은 재방문과 추천으로 연결된 신규고객 창출로

결론적으로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연구 방법

1. 관계마케팅, 고객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관계마케팅의 타당성 및 신뢰도
관계마케팅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1>
와 같이 두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1561.095(df=36, Sig=.000), KMO값 0.903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586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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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만족의 타당성 및 신뢰도
고객만족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3575.740(df=66, Sig=.000), KMO값 0.940로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646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Customer Satisfaction

현재 소비자의기호가다양해지고공급이수요를초과하게되면서 시장의주도권은기업에서고객으로넘어가게되었다(전선정, 박선주, 2002). 또, 경쟁적 시장환경으로변화
하면서살롱들은신규고객을창출하는것에 큰어려움을겪고 있다. 이에 살롱간의경쟁이점점 심해지고있는현 실정을감안해 봤을때 소비자에게만족을줄 수 있는요인을파
악하는것은 중요한과제 중하나라고할 수 있고(석유나, 임은진, 2010),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 수있는 대안으로고객과의강한유대관계를형성하고이를 유지하고발전시
키는 관계마케팅에대한 필요성이중요하게제시되고있다(배상중, 조봉진, 2008).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관계마케팅과고객만족의관계를 알아볼것이다. 본 연구는서울 및수도
권에 거주하면서헤어살롱이용경험이있는 소비자를대상으로설정하였고, 조사도구로자기기입식설문지법이적용되었으며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실시되었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배포하였고, 분석에사용하기에는불충분하다고판단되는설문지를제외한 31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사용되었다.

1. 관계마케팅의개념과구성요인

관계마케팅개념에대한선행연구를보면유영진(2000)은고객과의상호작

용이가능한관계구축, 관계유지를강화하여이윤창출을위한경영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종환(2009)은관계마케팅을기업의마케팅시스템내의각종기

관, 현상, 행동들을연계, 강화시킬수있는수단이며고객충성도와매출증대

를위한 활동이라고정의하였다. 설영미(2013)는고객과강한 유대를형성, 

유지, 발전시키는마케팅활동으로장기간 이익확보를위해고객과의대화를

창조하고더욱좋은서비스를제공하려는장치라고정의하였다. 이와같이 관

계마케팅의목적은고객과의관계를유지하고강화하여신규고객을창출하

는장기적가치를제공하는데있다고할 수있다(김기영, 2000). 

관계마케팅의구성 요소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임용성(2012)은관계마케팅

의하위요인을시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고, 이는

본연구의커뮤니케이션, 운영서비스(프로그램)와공통적인문항으로연구하

였다. 손병욱(2019)은관계마케팅하위요인을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명성(평

판), 가격요인, 유대관계로구분하여측정하였고, 본 연구의커뮤니케이션(전

문성,커뮤니케이션, 유대관계), 운영서비스(명성, 가격요인)와공통적인문항

으로연구하였다. 

(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란고객과종사자사이의상호 유기적이고관계지향적인쌍
방향의대화라고정의한다(신형철, 2014). 미용서비스산업에서의사소통을
통해고객의욕구를파악하여고객정보를획득하고그에따라고객관리를더
욱효과적으로할수 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커뮤니케이션을
소비자의질문에대한응답, 의사소통등의 의미로정의하였다. 

(2) 운영서비스
운영서비스란고객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재무적인혜택과
회원제도를도입하여고객들과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 사회적관계형성
이라할 수있다(김봉, 2002). 이는새로운서비스와감사의표시등 고객이기
대하는수준이상의서비스제공을뜻한다(최성철, 2004). 따라서본연구에서
는운영 서비스를회원제도, 재방문할인, 고객과의유대관계등의 의미로정의
하였다. 

2. 고객만족의개념과구성요인

고객만족이란고객의니즈를최대한부응한결과로서상품및서비스의재

구매와고객의신뢰로연결되는상태로소비경험으로얻어진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박선미, 남미우, 2011). 

고객만족의구성요소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김보민, 박은준(2016)은고객

만족을단일요인으로측정하였고, 본 연구의만족도와공통적인문항으로연

구하였다. 김영순(2019)은고객만족의하위요인을고객만족, 구전의도, 재구

매의도로구분하여측정하였고, 이는본연구의만족도(고객만족), 추천의도(

구전의도), 재방문의도(재구매의도)와공통적인문항으로연구하였다. 

관계마케팅문항

요인1 요인2
공통

성
운영

서비스

커뮤니

케이션

재방문고객에게할인을해준다. .860 .095 .749

고객의개인정보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한다. .784 .317 .715

단골고객에게는특별한보상이있다. .768 .310 .685

단골고객과유대관계를형성하고자노력한다. .717 .355 .639

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능력이뛰어나다. .649 .406 .586

고객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응답
해준다.

.271 .846 .789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
력한다.

.301 .804 .738

고객과직원간의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진다. .294 .793 .715

고객은시술받고있는서비스에대한문의와확인을자유롭
게할수있다.

.219 .773 .646

고유치 3.177 3.085

설명변량(%) 35.301 34.273

누적변량(%) 35.301 69.574

신뢰도계수(Cronbach'sα) .870 .873

<Table 1>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Relational Marketing

고객만족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만족도

추천

의도

재방문

의도

내가이용하는헤어살롱의직원들의용모및서비스에만족한다. .816 .228 .209 .761

내가이용하는헤어살롱은이용한후전체적으로만족한다. .776 .382 .212 .792

나는지금의헤어살롱을이용한것이즐거웠다. .768 .386 .245 .798

지금헤어살롱을이용한것은정말잘한일이라고확신한다. .737 .445 .267 .812

내가이용하는헤어살롱의가격에만족한다. .651 .320 .346 .646

나는지인들에게이살롱에대한만족감을이야기할의향이있다. .360 .791 .317 .856

나는현재이용중인살롱을지인들에게적극적으로추천할의향이있다. .370 .790 .321 .863

나는현재의살롱이용을타인에게추천할의향이있다. .417 .789 .317 .896

나는현재이용하는 미용실의헤어디자이너를지인에게권유할의향이

있다.
.453 .741 .300 .843

나는이브랜드의살롱을우선적으로방문할것이다. .228 .263 .882 .898

나는앞으로헤어샵을선택할때이브랜드의살롱을우선적으로선택할것

이다.
.240 .240 .873 .877

이브랜드매장앞에타브랜드매장이생겨도기존브랜드를이용할것이다. .325 .383 .723 .776

고유치 3.682 3.342 2.796

설명변량(%) 30.683 27.849 23.296

누적변량(%) 30.683 58.532 81.828

신뢰도계수(Cronbach'sα) .916 .948 .907

종속변수

(고객만족)

독립변수

(관계마케

팅)

계수(B)

계수의

표준오차

(SE B)

β t p

만족도

(상수) .000 .045 .000 1.000

커뮤니

케이션
.460 .045 .460 10.122 *** .000

운영

서비스
.387 .045 .387 8.526 *** .000

adj R²=.358 F=87.567 p=.000 

추천의도

(상수) .000 .052 .000 1.000

커뮤니

케이션
.318 .052 .318 6.080 *** .000

운영

서비스
.230 .052 .230 4.387 *** .000

adj R²=.148 F=28.106 p=.000 

재방문

의도

(상수) .000 .051 .000 1.000

운영

서비스
.423 .051 .423 8.217 *** .000

adj R²=.176 F=67.519 p=.000 

***p<.001

2. 관계마케팅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마케팅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만족도는 관계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서비스 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커뮤니케이션, 운영 서비스 변수가 만족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35.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β=.460), 운영 서비스(β=.387)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천의도는 관계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운영 서비스 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커뮤니케이션, 운영 서비스 변수가
추천의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14.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β=.318),
운영 서비스(β=.230)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의도는 관계마케팅의 운영 서비스 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 서비스 변수가 재방문의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17.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β=.423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 of Relationship Marketing on Customer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