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경제발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빠른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을 끊임

없이 찾게 되었다. 미용서비스업은 다양한 수요층과 풍부한 수요량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종사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차별화 요소가 없으

면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기 힘든 상황이다(Jo & Park, 2019). 

최근에는 미용기업간의 기술격차가 점차 평준화 되어가고 있어 일

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차별성을 두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정보와 

기술발달로 기업 간 경쟁요소와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변화하고 있어 

일반적인 서비스 외에도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

욱 중요시하게 되었다(Lee & Jin, 2015).

브랜드 이미지는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사용되면

서 형성된 심리적 자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게는 정서적 반응, 크

게는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 작용을 총칭한다 Song (2021). 브랜

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기술과 서비스의 질적 특성에 충분한 식별능력

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구매동기나 판별 기준을 제공하고, 구매결정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5). 헤어 살롱의 경우 브랜

드 이미지는 고객의 소비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객이 지

각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고객 충성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된다(Lee & Hwang, 2014). 일반적

으로 고객에게 전달된 가치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술과 서

비스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의미하고, 지각된 가치

는 지불한 것과 얻은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개인마다 관점

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9).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 (2015)은 헤어 미용기업의 

선호브랜드별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대해 연구하여 브랜드 이

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매의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Jeong & Kim (2020)은 해외직접구매의 브랜드 이미지

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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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mphasizes brand image and perceived value by examining 
and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 salons’ 
brand images, perceived value, and customer loyalty. It ai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hair salon brands by providing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ales in professional hair salons.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for 534 copies of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or adult men and women using hair salons.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brand image significantly affected the perceived 
value and customer loyalty. Additionally, the perceived value significantly affected 
customer loyalt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image and 
customer loyalty.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rket factors with positive brand 
image effects for a hair salon, and customers should feel satisfied and unburdened. 
Additionally, to increase the salon’s value, suitable unit prices for technology and 
services should be set instead of higher unit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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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et al. (2019)는 디저트 카페의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유의미한 정(+)의 영향 관계이며 긍정적 브랜

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지출 비용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Kim & Kim (2010)의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Lyu (2018)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두 변인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에 있

으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막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을 포함한 태도라고 주장하였다. Jung 

& Lee (2016)은 지각된 가치와 고객 충성도에 대해 연구하여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렇듯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이는 고객 충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어 살롱의 궁극적 목표인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

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지각된 가

치,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고

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전문적인 헤어 살롱의 발전과 매출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여 헤어 살롱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Methods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헤어 살롱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예

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수집

되었다.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30부의 예비조사를 통해 측

정도구인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실시

되었고 총 5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535부의 설문지 중 분

석에 사용되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534부

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항목 및 내용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

은 크게 일반적 특성(5), 브랜드 이미지(8), 지각된가치(5), 고객충성

도(8)의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의 설문문항 및 구성개

념을 인용 및 응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리커트 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가 사

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SPSS 22.0 

(IBM, USA),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MOS) 21.0 (IBM)이 

사용되었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가설에 맞게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으

며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

다. 둘째,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주성분분석, 

베리멕스 사용), Cronbach's α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

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변수 투입 방법은 입

력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Jeong & Kim (2020)의 연구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Jo et al. (2019)의 연

구에서는 카페의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며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형성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Kim & Kim (2010)

의 연구에서는 와인 바의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재방문 의도와 유의미한 영향관계

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Lyu (2018)의 연구에서도 화장품 기업의 브

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유의미한 영향관계임

을 확인하였다. Kang & Park (2016)는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

Table 1. Configuration of a questionnaire

Research variables Scale (No. of questions) Quotation & applied data

General characteristics Nominal scale (5) Organization of researchers

Brand image 5-point Likert scale (8) Jo & Park (2019), Lee & Jin (2015), Kim et al ., (2015), Oh (2021)

Customer loyalty 5-point Likert scale (8) Kook et al ., (2016), Woo & Park (2017)

Perceived value 5-point Likert scale (5) Lee & Na (2021), Choi et a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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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충성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관계임을 확인

하였고 충성도 향상을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강

조하였다. Choi et al. (2015)은 커피전문점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지각된 가치의 하위요인은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고객 충성도는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도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 Kim (2019)

은 프로축구의 지각된 가치와 재관람의도, 구전의도의 관계를 연구

하였고,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19)

의 연구에서도 향토관광음식점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Jeong & Kim (2020)의 해외 직접구매의 브

랜드 이미지와 만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완전매개 효과가 확

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

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가설 1.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는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

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Hypothesis 1. The brand image of a hair salon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Hypothesis 2. The brand image of a hair salon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loyalty.
Hypothesis 3. The perceived value of a hair salon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loyalty.
Hypothesis 4. The perceived val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image and customer loyalty of hair salons will play a 
mediating role.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534, %)

Item
Sum

N %

Gender
Man 175 32.8

Woman 359 67.2

Age

20's 97 18.1

30's 160 30.0

40's 135 25.3

over 50 142 26.6

Marital status

Single 253 47.4

Married 260 48.7

Etc. 21 3.9

Occupation

Official 32 6.0

Clerical/Technical 76 14.1

Profession 69 12.9

Sales/Service jobs 89 16.7

Self-employed 41 7.7

Housewife 62 11.6

Production/Technician 55 10.3

Student 54 10.1

Etc 56 10.5

Monthly income

1 million KRW - less than 2 million KRW 37 6.9

2 million KRW - less than 3 million KRW 263 49.3

3 million KRW - less than 4 million KRW 176 33.0

4 million KRW - less than 5 million KRW 45 8.4

Over 500 million KRW 13 2.4

Sum 5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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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ceived value

Questionnaire
Factor 1

Commonality
Perceived price

This hair salon is reasonably priced compared to other salons. 0.793 0.629

I think the service fee of this hair salon is reasonable. 0.764 0.584

In this hair salon, the price image matches the actual treatment amount. 0.757 0.573

This hair salon is priced after sufficient price consultation. 0.713 0.508

The price of this hair salon is similar to what I thought. 0.691 0.478

Eigenvalue 2.771  

Description variable (%) 55.412

Cumulative variance (%) 55.412

Cronbach's α 0.793

Table 3. Relevance and credibility of brand image

Questionnaire
Factor 1 Factor 2

CommonalitySymbolic 
image

Functional 
image

This hair salon has a differentiated image from other brands. 0.783 -0.017 0.613

You can easily remember the logo or symbol (concept) of this hair salon brand. 0.745 0.219 0.603

The brand I use has a unique image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brands. 0.740 0.095 0.556

This hair salon brand feels familiar. 0.692 0.288 0.563

This hair salon is professional and skillful. 0.068 0.755 0.574

The designers of this hair salon have reliable skills. 0.063 0.707 0.504

Customers have a good reputation for the brand of this hair salon. 0.159 0.687 0.497

This hair salon pursues fashion. 0.394 0.519 0.424

Eigenvalue 2.384 1.951

Description variable (%) 29.797 24.384

Cumulative variance (%) 29.797 54.181

Cronbach's α 0.754 0.643

Table 5.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customer loyalty

Questionnaire
Factor 1 Factor 2

CommonalityWord of 
mouth

Intention to 
revisit

I recommend this hair salon to my friends. 0.916 0.103 0.850

I am willing to recommend this hair salon to others. 0.876 0.158 0.793

I would invite my friends to use this hair salon. 0.816 0.315 0.765

I highly recommend this hair salon. 0.700 0.303 0.652

The hair salon designers have excellent technical skills and will come back again. 0.055 0.816 0.670

If the current service is available, we will visit again. 0.255 0.692 0.544

The hair salon designer's service skills are excellent and will come back again. 0.159 0.649 0.446

I will use my current hair salon again next time. 0.333 0.643 0.524

Eigenvalue 2.967 2.276  

Description variable (%) 37.084 28.455  

Cumulative variance (%) 37.084 65.539

Cronbach's α 0.88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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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헤어 살롱의 지각된 가치는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

각된 가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 67.2%, 남성 32.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의 경우 30대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50대 이상 

26.6%, 40대 25.3%, 2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미혼 47.4%, 기타 3.9% 순

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알아본 결과 판매/서비스직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사무/기술직 14.1%, 전문직 12.9%, 전업주부 

11.6%, 기타 10.5%, 생산/기술직 10.3%, 학생 10.1%, 자영업 7.7%, 

공무원 6.0%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300만 원에서 400

만 원 미만 33.0%,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8.4%,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6.9%, 500만 원 이상 2.4% 순으로 나타났다.

2. 각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브랜드 이미지의 타당성 및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

검 결과 =931.491 (df=28, Sig=0.000), KMO값 0.788로 나타났으

며, 공통성은 0.497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상징적 이미지'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92-

0.783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384, 분산설명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기능적 이미지' 요인으로 요인적재값

은 0.519-0.755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951, 분산설명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4.1% 이상 설

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가 

0.643-0.754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각된 가치의 타당성 및 신뢰도

지각된 가치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771.537 (df=10, Sig=0.000), KMO값 0.793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78이상, 전체 설명력은 55.4%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가 0.793 로 나타

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객 충성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고객 충성도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

검 결과=1916.715 (df=28, Sig=0.000), KMO값 0.851로 나타났으

며, 공통성은 0.446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구전의도'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00-0.916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967, 분산설명비율은 37.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재방문의도'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43-0.816로 나

타났으며, 고유값은 2.276, 분산설명비율은 28.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두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5.5% 이상 설

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 두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가 

0.713-0.887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의 검증

1) 가설 1.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ffect of brand image on perceived price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value)

Independent 
variable 

(brand image)
B SE B β t p

Perceived value

(Constant) 0.000 0.034 0.000 1.000

Symbolic image 0.393 0.034 0.393 11.561*** 0.000

Technical image 0.483 0.034 0.483 14.210*** 0.000

adj R²=0.385, F=167.790, p=0.000***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 t -value; R², correlation coefficient; F, 
F-valu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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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가격은 브랜드 이미지의 상징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 

요인이 유의미하게(p<0.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징

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 변수가 지각된 가격 요인을 예측하는데 

38.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

보면 기능적 이미지(β=0.483), 상징적 이미지(β=0.393) 순으로 유의

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징적 이

미지, 기능적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지각된 가격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Jeong & Kim (2020), Jo et al. (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가설 2.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9.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Image and Customer Loyalty

Antecedent variable Outcome variable β t adj R² F

Stage 1
Symbolic image

Perceived value
0.039 11.561***

0.385 167.790***

Functional image 0.483 14.210***

Stage 2

Symbolic image Word of mouth
0.490 13.256***

0.271 99.921***

0.182 4.912***

Functional image Intention to revisit
0.061 1.743

0.355 147.849***

0.595 17.107***

Stage 3 Perceived value
Word of mouth 0.410 10.382*** 0.167 107.782***

Intention to revisit 0.500 13.311*** 0.248 177.181***

Stage 4

Symbolic image perceived value

Word of mouth

0.389 9.833***

0.294   11.929***

0.258 6.509***

Functional image perceived value
-0.160 -3.984***

0.269 99.001***

0.563 13.976***

***p<0.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R²,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8. Effect of perceived value on customer loyalty

Dependent variable 
(customer loyalty)

Independent 
variable 

(perceived price)
B SE B β t p

Word of mouth
(Constant) 0.000 0.039 0.000 0.000

Perceived value 0.410 0.040 0.410 10.382*** 0.000***

adj R²=0.167, F=107.782, p=0.000***

Intention to revisit
(Constant) 0.000 0.038 0.000 1.000

Perceived value 0.500 0.038 0.500 13.311*** 0.000

adj R²=0.248, F=177.181, p=0.000***

***p<0.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R²,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7. How brand image affects customer loyalty

Dependent variable 
(customer loyalty)

Independent 
variable 

(brand image)
B SE B β t p

Word of mouth

(Constant) 0.000 0.037 0.000 1.000

Symbolic image 0.490 0.037 0.490 13.256*** 0.000

Functional image 0.182 0.037 0.182 4.912*** 0.000

adj R²=0.271, F=99.921, p=0.000***

Intention to revisit

(Constant) 0.000 0.035 0.000 1.000

Symbolic image 0.061 0.035 0.061 1.743 0.082

Functional image 0.595 0.035 0.595 17.107*** 0.000

adj R²=0.355, F=147.849, p=0.000***

***p<0.001;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B, standard error of estimate: β, standardized coefficient; R²,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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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고객 충성도의 하위요인인 구전의도는 브랜드 이미지의 상징적 이

미지, 기능적 이미지 요인이 유의미하게(p<0.001)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상징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 변수가 구전의도 요

인을 예측하는데 27.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상징적 이미지(β=0.490), 기능적 이미지

(β=0.182)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징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구전의도

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 충성도의 하위요인인 재방문의도는 브랜드 이미지의 기능적 

이미지 요인이 유의미하게(p<0.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이미지 변수가 재방문의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35.5%의 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능적 

이미지(β=0.595) 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적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재방문의도도 높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 Oh (2018)와 Kang & Park (2016)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

설 2는 채택되었다.

3) 가설 3. 헤어 살롱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고객 충성도의 하위요인인 구전의도는 지각된 가치 요인이 유의

미하게(p<0.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가치 변수

가 구전의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16.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β=0.410) 으로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가치가 높아질수록 구전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 충성도의 하위요인인 재방문의도는 지각된 가치 요인이 유

의미하게(p<0.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가치 변

수가 재방문의도 요인을 예측하는데 24.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β=0.500) 으

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각된 가치가 높아질수록 재방문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Choi et al., (2015)의 지각된 가치와 고객 충성도에 대한 연구에서

도 두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

치의 매개효과

위 회귀분석에서 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변수들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브랜드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상징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와 구

전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는 매개

효과 검증에 필요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

므로, 4단계 검증에서 2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인의 표준화된 회귀

계수(β)값을 비교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상징적 이미지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2단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며, 4단계에서 지각된 가치를 투입했을 때, 

β=0.490>β=0.389로 회귀계수 값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기능적 이미지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2단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며, 4단계에서 지각된 가치를 투입했을 때, 

β=0.182>β=-0.160로 회귀계수 값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

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브랜드 이미지와 재방문 의도의 영향관계는 2단계의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

다. 

Jeong & Kim (2020)는 브랜드 이미지가 만족도와 구매의사의 관

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채택 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

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헤어 살롱의 발전과 매출 향상을 위

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헤어 살롱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헤어 살롱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수

집된 자료 534부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별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직종을 알아본 결과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월 소득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둘째, 각 설문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는 상징적 이미지, 기능적 이미지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

고 전체 설명력은 54.1% 이상, 신뢰도계수는 0.643 이상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 가치는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55.4% 

이상, 신뢰도계수는 0.793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객 충성도 요인은 

구전의도, 재방문의도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5.5% 이상, 신뢰도계수는 0.887 이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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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는 지각된 가치와 고객 충성도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

택 되었다.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각

된 가치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이렇듯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는 서로 유의한 

영향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지각된 가치도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마케팅 할 필요가 있다. 매장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직원의 유니폼이나 품행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차와 다과에 품질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 외에도 기술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직

원들의 재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헤어 

살롱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지각하는 소비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고객 관

리 프로그램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고객관리 프로그램 보다는 1대1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의 성향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면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객의 소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

여 마케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가치가 고객 충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이미지와 구전의

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는 헤어 살롱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살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는 높은 단가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에 맞는 단가를 설정해야 하고,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족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시술 전 

상담부터 금액 설정, 시술 내역 등의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끌어 올

리는 것은 직원들의 인적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직원들

의 교육과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들이 느끼는 지각된 가

치는 헤어 살롱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는 헤어 살롱 이용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에 대해 연구하여 헤어 살롱의 매출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서울, 경기 지역의 헤어 살롱 이용자를 대

상으로 표본구성을 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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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여이주1, 박은준2* 
1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 경기도 안산시, 한국 
2서경대학교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

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헤어 살롱의 발전과 

매출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헤어 살롱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헤어 살롱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 534부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매

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와 고객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지각된 가치는 고객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가치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헤어 살롱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마케팅 해야 하며, 살롱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해서 높은 단가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에 맞는 단가를 설정하고,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족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헤어, 살롱,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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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感知价值在美发店品牌形象与顾客忠诚关系中的中介作用 
 
余怡周1，朴銀俊2* 
1新安山大学美容设计科，京畿道鞍山市，韩国 
2西京大学美容艺术学科，首尔，韩国

目的: 本研究通过检验和识别美发沙龙的品牌形象、感知价值和顾客忠诚之间的中介作用，强调品牌形象和感知
价值。旨在通过提供专业美发沙龙发展和提高销售所需的基础数据，增强美发沙龙品牌的竞争力。方法: 美发
沙龙的成年男性和女性作为调查对象，使用SPSS 22.0对通过问卷调查收集的534份数据进行频率分析、信度分
析、因子分析、回归分析和中介回归分析。结果: 结果表明，品牌形象显著影响顾客感知价值和顾客忠诚。此
外，感知价值显著影响顾客忠诚，并部分中介了品牌形象与顾客忠诚之间的关系。结论: 对于美发沙龙来说，营
销具有正面品牌形象效应的因素是必要的，顾客应该感到满意和无负担。此外，为了增加沙龙的价值，应该为
技术和服务制定合适的单价，而不是更高的单价。

关键词: 头发，沙龙，品牌形象，感知价值，客户忠诚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