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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타인과 함께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없다면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

렵다(Na, et al, 2020). 특히, 장시간 동안 사람과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서비스업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교류와 공감, 대화에서 생기는 배려 및 신뢰 등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Han & Jin, 2018). 커뮤니케이션은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고, 고객만족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이용의도 및 구전에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Seo & Kim, 2012)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후에는 결과적 요인인 고객행동 의도의 재 구매의 의도 추천 의도 등이 나타나며(Parasuraman, Grewal & Voss,

2002), 이러한 고객행동 의도는 기업의 발전 및 유지, 잠재 고객의 고객화, 이윤추구는 물론 기존 고객의 재방문과 이를 통한 구전효과, 신규 고객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요

소로 볼 수 있다(Yoon, 2020).

현재 미용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와의 관련성에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행동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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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

로 하여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기간

은 2021년 4월 1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실시되었고총 414부의 설문지

중 413부가최종분석자료로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함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지, 고객행동 의도는 2가지의 하위요인이 나타

났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성별은 남자, 연령은 20대, 결혼여부는 미혼, 직업은 학생,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문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행동

의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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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51.3%, 여성 48.7%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 25.7%, 30대 10.4%,

10대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혼 32.4%,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알아본 결

과 학생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영업 15.7%, 사무

직 14.3%, 전문직 13.6%, 자영업 10.4%, 기타 7.0%, 생산직 6.8%, 주

부 4.6%, 교육직 2.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5%, 전문대 졸업

27.6%, 대학원 졸업 이상 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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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빈도분석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타당도 및 신뢰도 –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고객행동 의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able 1>

<Table 2>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타당도 및 신뢰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는 <Table2>와 같으며, ‘감정이입’, ‘사회적 긴장

완화‘, ‘행동적 융통성’, ‘상호작용 관리’ 의 4가지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네 요인 모두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객행동 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고객행동 의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재방문 의도‘, ‘구

전의도‘의 2가지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신뢰

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행동 의도

(N=413,%)

항목

합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212 51.3

여성 201 48.7

연령

10대 9 2.2

20대 255 61.7

30대 43 10.4

40대 이상 106 25.7

결혼여부

미혼 270 65.4

기혼 134 32.4

기타 9 2.2

직업

사무직 59 14.3

생산직 28 6.8

전문직 56 13.6

자영업 43 10.4

교육직 10 2.4

서비스업/영업 65 15.7

주부 19 4.6

학생 104 25.2

기타 29 7.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0 31.5

전문대 졸업 114 27.6

대학교 졸업 153 37.0

대학원 졸업 이상 16 3.9

합계 413 100.0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감정이입 사회적긴장완화 행동적융통성 상호작용관리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816 .285 .252 .152 .833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준다. .794 .258 .317 .205 .840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776 .258 .224 .247 .780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나에게 표현한다. .713 .228 .282 .250 .701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권위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84 .792 .137 .247 .787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172 .742 .275 .312 .753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감탄사, 제스처를 잘 사용한다. .298 .719 .398 -.030 .765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 .375 .625 .204 .390 .726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그때그때 나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한다. .321 .211 .794 .185 .812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245 .290 .758 .257 .785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나를 친밀하게 대해준다. .330 .262 .584 .350 .717

내담당 헤어디자이너는융통성이있다. .339 .387 .546 .358 .691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와의 대화는 매끄럽다. .305 .360 .334 .712 .841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는 대화를 잘 이해한다. .395 .254 .398 .682 .845

고유치 3.457 2.893 2.703 1.823

설명변량(%) 24.694 20.666 19.308 13.019

누적변량(%) 24.694 45.360 64.668 77.687

신뢰도계수(Cronbach's α) .909 .868 .883 .871

<Table 3>

고객행동 의도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재방문 의도 구전의도

현재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다시 이용할 것이다. .834 .351 .818

다른 사람이 다른 미용실을 추천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 .834 .376 .836

현재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808 .334 .841

현재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 가격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711 .378 .734

미용실에 대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길 의향이 있다. .308 .846 .811

나는 다른 사람이 미용사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고민하지않고 내 담당 미용사를 적극 추천할 것이

다.
.325 .803 .825

내가 받은 서비스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389 .795 .870

현재 다니고 있는 미용실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390 .688 .822

고유치 3.410 3.147

설명변량(%) 42.626 39.335

누적변량(%) 42.626 81.961

신뢰도계수(Cronbach's α) .917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