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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 론

최근소비자의기호가다양해지고공급이수요를초과하게되면서

시장의주도권은고객으로넘어가게되었다. 그로인해경쟁적시장

환경으로변화하면서살롱들은신규고객을창출하는것에큰어려움

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고객과의

강한유대관계를형성하고이를유지, 발전시키는관계마케팅에대

한필요성이중요하게제시되고있고, 살롱은관계마케팅의효과적

이행을위해고객과의관계유지및고객충성도를구축하기위한프

로그램구축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일반적으로소비자는문제를인식하고, 정보탐색후대안을구

매하여평가를한다. 이 과정에서점포선택속성은구매를결정하기

위한중요한요소가된다(김현정,2018). 선택속성은선택에영향을

미치는속성(윤혜영,이난희(2008)이며, 실제서비스와소비자의선

호도사이의차이가나는요인(이흥구, 2017)이라고할수 있다. 이

렇듯소비자의선택에중요한역할을하는관계마케팅과점포선택속

성의중요성을파악하고두요인의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이론적배경

김현정. (2018). 관계마케팅구성요인과메뉴선택속성요인이외식기업

브랜드선택과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윤혜영,이난희. (2008). 스파이용자의스파선택속성에관한연구. 

한국미용학회. 14(3). p.1017

이흥구(2017). 레스토랑선택속성이소비자태도에미치는영향. 

호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6

)

관계마케팅과 살롱선택속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헤어살롱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실시되었으며 조사도구로 자기기입

식 설문지법이 적용되었다. 본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관계마케팅

9문항, 살롱선택속성 11문항, 고객만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50부의설문지를 배포

하여 342부가회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0부

의 설문지를 제외한 312부가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본연구는관계마케팅의운영 서비스와커뮤니케이션모두선택

속성에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 고객들은살롱

이용에있어직원들의 관심과의사소통하려고노력하는태도, 질

문에대한 신속한응대, 재방문에대한보상서비스등이 있을때

선택속성이높아지는것을알 수있었다. 따라서살롱에서는방문

고객에대한기록 및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 기반으로직원들과

의원활한 의사소통, 재방문에대한보상등 관계형성을위한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살롱을 선택하는데있어

긍정적인영향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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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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롱선택속성의타당성및 신뢰도
살롱선택속성문항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 요인분석한결과
<Table 2>와같이세 개의요인이도출되었다.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Salon Choice Properties

일반적으로소비자는문제를인식하고, 정보탐색 후대안을 구매하여평가를한다. 이 과정에서점포선택속성은구매를 결정하기위한중요한요소가 된다(김현정,2018). 선택속
성은 선택에영향을미치는속성(윤혜영,이난희(2008)이며, 실제 서비스와소비자의선호도사이의차이가 나는요인(이흥구, 2017)이라고할수 있다. 이렇듯소비자의선택에중
요한 역할을하는관계마케팅과점포선택속성의중요성을파악하고두 요인의관계를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는서울 및수도권에거주하면서헤어살롱이용경험이있는 소비자를대상으로설정하였고, 조사도구로자기기입식설문지법이적용되었으며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실시되었다. 총 350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고, 분석에 사용하기에는불충분하다고판단되는설문지를제외한 312부가 최종분석 자료로사용되었다.

1. 관계마케팅의 개념과 구성요인

관계마케팅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유영진(2000)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구축, 관계유지를 강화하여 이윤창출을 위한 경

영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종환(2009)은 관계마케팅을 기업의 마케팅

시스템내의 각종 기관, 현상, 행동들을 연계, 강화시킬 수있는 수단이

며 고객충성도와 매출증대를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설영미

(2013)는 고객과 강한 유대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마케팅활동으로

장기간 이익확보를 위해 고객과의 대화를 창조하고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마케팅의 목적은 고객

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김기영, 2000). 

관계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용성(2012)은 관계

마케팅의 하위요인을 시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서비스(프로그램)와 공통적

인 문항으로 연구하였다. 손병욱(2019)은 관계마케팅 하위요인을 전문

성, 커뮤니케이션, 명성(평판), 가격요인, 유대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고, 본 연구의 커뮤니케이션(전문성,커뮤니케이션, 유대 관계), 운영

서비스(명성, 가격요인)와 공통적인 문항으로 연구하였다. 

2. 살롱선택속성

소비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점포를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을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다. 점포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또는 기대가 평가를 하

는 기준이 되며, 평가적 기준과 지각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구매를 위

한 점포를 결정하게 된다(천광석, 2004).

살롱선택은 살롱 이미지, 가격, 제공 서비스,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하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할 수있으며

(Silverstein MJ, Fiske N, 2003),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지각, 쇼핑성향

, 라이프 스타일 등은 소비자들이 살롱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고경숙, 고순금, 2010). 고객이 어떻게 살롱을 선택하는지, 살롱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이원호 외, 2012). 

선택속성의 구성요소에는 외적속성(위치(박소연, 2016), 접근성, 물리

적 환경, 부대시설(김성숙, 2013)), 내적속성(매장 분위기, 전문적 기술, 

인적 서비스(박소연, 2016), 제품요인, 점포 분위기(김성숙,2013)), 브랜

드 속성(점포의 명성(김성숙, 2016), 점포의 인지도, 평판, 이미지(정상

익, 2011))등이 있다.

관계마케팅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

성
운영

서비스

커뮤니

케이션

재방문 고객에게 할인을 해준다. .860 .095 .749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784 .317 .715

단골고객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 .768 .310 .685

단골고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717 .355 .639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649 .406 .586

고객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응답해준다.

.271 .846 .789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01 .804 .738

고객과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94 .793 .715

고객은 시술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와 확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19 .773 .646

고유치 3.177 3.085

설명변량(%) 35.301 34.273

누적변량(%) 35.301 69.574

신뢰도계수(Cronbach's α) .870 .873

<Table 1>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Relational Marketing

2.관계마케팅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
관계마케팅이살롱선택속성에미치는영향
관계마케팅이살롱선택속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는
<Table 3>과같다. 
브랜드속성은관계마케팅의운영서비스요인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
치는것으로나타났고운영서비스변수가브랜드속성요인을예측하는
데 5.0%의설명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p<.001).

<Table 3> The Effect of Relationship Marketing on Choice haracteristics

살롱선택속성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

성
브랜드

속성

내적

속성

외적

속성

브랜드 평판이 중요하다. .927 .059 .151 .886

브랜드의 인지도가 중요하다. .925 .087 .103 .874

브랜드의 편의성이 중요하다. .910 .124 .101 .853

브랜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876 .086 .175 .805

직원의 전문성(시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025 .809 -.046 .657

직원의 친절성(예의,미소,친근함)이 중요하다. -.026 .775 .207 .644

분위기(내부소음, 매장 음악)가 중요하다. .220 .702 .287 .624

적절한 가격이 중요하다. .131 .655 .212 .491

접근의 용이성(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다. .199 .160 .815 .730

주차시설의 편의성이 중요하다. .061 .175 .803 .679

실내 인테리어(편안한 의자 ,좌석배치, 조명)가 중요
하다.

.361 .375 .473 .494

고유치 3.550 2.406 1.779

설명변량(%) 32.274 21.876 16.173

누적변량(%) 32.274 54.150 70.323

신뢰도계수(Cronbach's α) .944 .760 .675

종속변수

(선택속

성)

독립변수

(관계마

케팅)

계수(B)

계수의

표준오

차

(SE B)

β t p

브랜드

속성

(상수) .000 .055 .000 1.000

운영
서비스

.230 .055 .230 4.160 *** .000

adj R²=.050 F=17.303 p=.000 

내적속성

(상수) .000 .051 .000 1.000

커뮤니
케이션

.436 .051 .436 8.529 *** .000

adj R²=.187 F=72.747 p=.000 

외적속성

(상수) .000 .052 .000 1.000

운영
서비스

.316 .052 .316 6.097 *** .000

커뮤니
케이션

.261 .052 .261 5.027 *** .000

adj R²=.163 F=31.223 p=.000 

***p<.001

연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