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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service experience and 

brand reputation on intention by word of mouth(WOM) when consumers get experiences at 

beauty salon.

  We made 2(valence of service experience: positive/negative) × 2(brand reputation level: 

high/low) subjects experimental design in order to find reaso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intention by word of the mouth between positive experience condition and 

negative experience condition. Also we tried to find the interaction of two factors. 

  To test our hypothesis, an experiment was performed on 68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a. Specifically, we used 2-way ANOVA and planned contrast method through SPSS 12.0 

procedure.

  As a result, a two-way ANOVA demonstrat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service 

experience, which means that people more intend to make WOM when they experience a 

negative service than a positive service. Also the ANOVA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rvice experience and brand reputation, which represents that people more 

intend to make WOM for high-reputed(low-reputed) brand than low-reputed(high-reputed) 

brand when they encounter negative(posi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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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를 흔히 서비스사회 또는 서비스경제라 

일컫는 만큼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7년 57.6%를 기록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

들은 고객만족과 기존고객의 유지를 통한 재방문의

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무형의 특성을 갖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그 연구

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욕구의 다양화 및 소비

패턴의 변화는 서비스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

며, 이러한 소비생활의 변화는 소비 그 자체의 경제

활동 보다는 소비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최종의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통

한 소비자만족은 시장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1) 또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만족은 서비스제

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만족은 기

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2)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GDP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용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미용산업은 2000년을 

전후해서 토탈패션산업의 주요영역으로 급속하게 성

장하였으며,3) 그중에서도 미용실의 양적증가와 국제

시장의 개방, 대형화와 전문화는 미용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미용시장의 변화는 

미용실의 규모에 있어서도 계층(class)을 형성하여 

‘박준미장’과 같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교적 고가

격에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전국브랜드(national 

brand)미용실이 있는가하면, 군소미용실로써 저가격

의 소규모미용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미용실

의 계층에 따라서도 소비자의 반응은 제각기 달라질 

수 있어 미용실의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고객만족과 소비자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황복주4)는 미용서비스품질의 고객만족이 

재이용과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은 재이용과 구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백미영, 한상린5)의 연구에서는 만족에 대

한 구전효과가 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따라 다른 결과

를 보이고 있어, 고객만족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 유통업체 유형의 조절적 효과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미용실의 서비스경험

과 브랜드명성이 소비자의 구전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서비스경험의 질과 

구전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

나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서비스경험의 

질과 구전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명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용서비

스분야에서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용실의 서비스경험이 소비

자의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미

용실브랜드명성이 높은 브랜드와 낮은 브랜드에 따

라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1. 서비스경험(긍정/부정)

  최근 많은 연구들이 서비스실패(service failure)라

는 부정적 경험을 제시하고, 부정적 감정의 경험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감정형성의 영

향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품질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만족을 유발하는 행위로,6)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

를 경험하는 동안 발생되는 실수나 지각된 문제7)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실패를 경험한 고

객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사적, 공적)의 

불평행동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지식과 경험을 통

한 기대를 갖게 되며 자신의 기대보다 결과에 대한 

만족이 클 때 긍정적인 경험을 느끼게 되고, 기대보

다 결과가 낮을 경우 기대불일치가 발생하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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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서비스경험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 자신의 기대와 서비스과정을 

포함한 성과의 지각을 비교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실패의 부정적 경험은 불만족에 

대한 표현의사와 구전의사8)는 물론 전환행동9)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미용서비스 경험

  미용은 공중위생법제2조에서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

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용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원시시

대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화장법은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에서 출발했으며, 원시인들의 

신체장식행위는 현대미용과 패션의 기원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서비스란 협의로 고객의 외

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

며, 광의로는 외모변화를 통한 사회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용서비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용서비스경험은 대인서비스인 미용업의 

특성과 고객과의 긴 접촉시간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서비스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인적요소의 비중이 큰 산업이며, 고객에게 맞춤형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고객만족의 척도도 다양

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은 직원의 접

객태도와 상담, 미용기술, 시술과정의 서비스, 편의

시설과 신속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또는 부

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사전기대와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이용의 경험을 통해 서

비스의 질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용서비스경

험은 인적서비스와 물적 서비스에 대한 사전기대와 

결과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

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브랜드명성

  Kotler10)에 따르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

른 경쟁자나 집단으로부터 차별화하고 정체성을 확

보하려는 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며, Keller는 이

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용어, 기호, 상징, 로

고, 디자인의 개별요소들이 모여 브랜드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11) 오늘날 브랜드는 

기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브랜드구축을 위한 노력은 현대 마케

팅의 핵심 사명중 하나로 인식되어 다각적인 활동

(유통, 제품 차별화, 포장, naming, 광고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자산은 소비자들이 브랜

드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친숙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강하고 호의적인 브랜드연상을 가지고 있

을 때 생겨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브랜드명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12)소비자들은 브랜드를 평가할 때 

내재적 단서로 작용하는 브랜드명성에 근거하여 구

매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3) 국내 연

구인 하환호와 이영일14)의 연구에서는 브랜드명성이 

상품의 매력성과 구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실증하였으며, 이명식15)의 연구에서는 브랜드단서

(전국적인 명성, 브랜드이름 등)가 브랜드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태도는 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하였

다.

  그러므로 브랜드명성은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상황에서 강력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브랜드명성이 서비스경험 후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뷰티

살롱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실패경험 후 소비자행

동에 미치는 브랜드명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4. 구전

  Oliver16)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후 경험하는 감

정(만족/불만족)은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는 재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후 느끼는 소비

자만족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여 재구매 의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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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지만, 불만족경험은 불평행동으로 표출되어 

판매자에 대한 직접적 행동인 항의(voice response), 

혹은 사적행동(private response)인 구전(word of 

mouth)으로 표현될 수 있다.17) 

  Singh18)는 구전에 대해 불만족한 고객이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불평을 토로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

고 있으며, Anderson19)은 고객이 그들의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전이란 소비자가 직ㆍ간접으

로 경험한 내용을 가족이나 그들의 사회적구성원들

과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으로, 고객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후 만족을 느낀 고객

은 긍정적 구전활동인 추천 또는 재구매 행동을 통

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만족을 경

험한 고객은 부정적 구전활동으로 친구나 주변인에

게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불평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이렇듯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전활동은 그 대상에

게 신뢰할만한 정보로 지각되어 제품이나 서비스 구

매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의 명성20)과 

매출성과21)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가설설정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해보고

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서비스경험의 질이 구

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슈화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용서비스상황에서 긍정적 경험을 했을 

때보다,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소비자의 구전의도

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은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 소비자들은 사전지식과 경험을 통한 기

대를 갖게 되며, 자신의 기대보다 결과에 대한 만족

이 클 때 긍정적인 경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

대보다 결과가 낮을 경우 발생하는 불일치는 부정적 

느낌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서비스실패경험은 불

만족에 대한 표현의사와 구전은 물론 전환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에서도 구전활동은 불만족

느낌을 가장 쉽게 표출하는 사적활동으로, 미용서비

스의 긍정적 경험보다 서비스실패에 대한 부정적 경

험에서 구전활동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1차적으로 이슈화한 서비스경험

의 주효과(서비스경험의 질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가 브랜드명성수준에 의해 조절(moderate)될 것

으로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브랜드명성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은 물론 브랜드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경험 후 소비자행동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경험의 질 × 

브랜드명성수준의 상호작용’을 예상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주요가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예상

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용실의 명성이 높

은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들이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

고 있기에 긍정적서비스경험은 그 브랜드평가(예, 

구전)에 대한 진단적(diagnostic)정보로 작용하지 않

는 반면 예상치 못한 낮은 질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 브랜드평가를 함에 있어 진단적정보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성이 낮은 브랜드에서는 서

비스의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낮은 수

준의 서비스경험은 비진단적(non-diagnostic)정보로 

작용하고, 반면 예상치 못한 높은 질의 서비스경험

은 브랜드평가에 있어 진단적정보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설1: 미용서비스의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

험을 했을 때 소비자의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 미용서비스의 경험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브랜드명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2-1: 브랜드명성이 높은 경우 미용서비스의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소비자의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2: 브랜드명성이 낮은 경우 미용서비스의 

부정적 경험보다 긍정적 경험을 했을 때 소비자의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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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모형    

<표 1> 2×2 실험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경험

높은 명성의 브랜드

 (프랜차이즈브랜드: 박준미장) 

낮은 명성의 브랜드 

(가상브랜드: 머리이야기)

긍정적 서비스경험
박준 미용실에서 긍정적서비스를 경험

하는 시나리오를 읽음

머리이야기 미용실에서 긍정적서비스를 

경험하는 시나리오를 읽음

부정적 서비스경험
박준 미용실에서 부정적서비스를 경험

하는 시나리오를 읽음

머리이야기 미용실에서 부정적서비스를 

경험하는 시나리오를 읽음

III. 연구방법

  우선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디자인은 <표 1>에서

와 같이 2(서비스경험의 질: 긍정적/부정적) × 2(브

랜드명성 수준: 고/저) 집단간 디자인으로 설계되었

다.

  1. 변수의 조작방법

  서비스경험의 질은 실제 본 실험에서 긍정적 경험

과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시나리오문을 읽고 상상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될 시나리오

문(긍정적/부정적)작성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사전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의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FGI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미용실에서 긍정적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로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 6문항(매장의 규모와 

인테리어, 직원의 접객매너, 시술과정의 서비스, 시

술시간, 시술결과만족, 홈 케어안내)을 바탕으로 긍

정적 경험의 시나리오조작을 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읽고서 미용실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인식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미용실에서 부정적서

비스를 경험한 경우로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 6문

항(불친절한 안내, 대기시간, 불충분한 시술상담, 무

관심, 모발손상, A/S거절)을 바탕으로 부정적 경험

의 시나리오조작을 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이 시나리

오를 읽고서 미용실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인식하도

록 설계하였다.

  브랜드명성수준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개 

수준으로 조작하였으며, 명성이 높은 브랜드를 선정

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앞서 

언급한 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FGI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평소 잘 알려진 유명 미용

실 브랜드를 언급하도록 했는데, ‘박준미장’, ‘이가

자 헤어비스’,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등이 많이 언

급되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박준미

장’을 명성이 높은 브랜드로 선정하여 실험자극물로 

사용하였다. 또한 브랜드명성이 낮은 브랜드로는 가

상브랜드 ‘머리이야기’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브랜

드명성수준을 좀 더 강하게 조작되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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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브랜드가 아닌, 피험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

상브랜드를 낮은 브랜드명성의 실험자극물로 사용하

였다.

  2. 변수의 측정과 실험절차

  독립변수의 조작점검을 위해, 서비스경험의 질은 

시나리오를 읽고 느끼는 미용실서비스의 느낌을 5점 

척도(매우 나빴다(1), 매우 좋았다(5))로 측정하였으

며, 브랜드명성의 수준은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구전의도에 대한 측정은 시나리오를 읽고 그러한 경

험사실(느낌)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도와,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올리고 싶은 정도를 각각 5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실험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남녀대학생 68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남녀 비율은 50대 50로 

구성하였으며. 전공은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게 

다전공으로 구성된 교양 클래스에서 실험이 행해졌

다. 우선 피험자 각각에게 4가지 종류의 머트리얼 

중 하나를 무작위할당(randon assignment)하고, 본 

조사는 미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임을 간

<표 2> 서비스경험 지각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분포

구 분
높은 브랜드명성

(박준)

낮은 브랜드명성

(머리이야기)
계 F

긍정적 서비스 경험 4.70 4.82 4.76
F=1186.59*

부정적 서비스 경험 1.06 1.23 1.15

계 2.88 3.03

F F=1.96

       * p<.05

<표 3> 브랜드명성 지각에 대한 집단별 평균값 분포

구 분
높은 브랜드명성

(박준)

낮은 브랜드명성

(머리이야기)
계 F

긍정적 서비스 경험 4.35 2.70 3.53
F=1.41

부정적 서비스 경험 4.06 2.53 3.30

계 4.21 2.62

F F=64.66*

       * p<.05

략하게 소개한 후에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진행 순

서를 살펴보면, 우선 미용서비스 경험에 대한 시나

리오를 읽게 하고, 마치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상상의 시간을 제공

하였다. 시나리오 독해가 끝난 후에는 종속변수측정

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독립변수에 대한 조

작점검 항목 측정이 이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계획대조

(planned contrast)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이 되었

으며, 유의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IV. 결과

  1. 조작 점검 결과

 1) 서비스 경험 지각

  서비스경험지각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긍

정적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4.76)이 부정적 시나

리오를 읽은 집단(M=1.15)에 비해 서비스경험에 대

한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186.588, 

p<.05), ANOVA 분석결과 ‘서비스경험의 질’의 주효과

만 유의하게 나타났기에 조작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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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브랜드 명성 지각

  브랜드명성지각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

다. 박준미장(높은브랜드명성)에 노출된 집단(M=4.21)

이 머리이야기(낮은브랜드명성)에 노출된 집단

(M=2.62)보다 브랜드명성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F=64.442, p<.05). 브랜드명성 지각에 대

한 ANOVA 분석결과 ‘브랜드명성수준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기에 브랜드명성에 대한 조작은 성

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검증 결과

  구전의도측정을 위한 2개 항목의 경우, 항목간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Cronbach's ⍺=.918), 

2개 항목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 부정적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4.31)이 

긍정적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3.58)에 비해 구전

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3.097, 

p<.05), <표 5>의 ANOVA결과에서도 ‘서비스경험의 

질’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으로 가설1은 지

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설2의 경우, <표 4>의 평균값 분포를 보면 가

설과 일치되는 방향성이 나타난다. 즉, 긍정적 서비

스를 경험한 경우, 브랜드명성이 낮은 미용실에서의 

경험일 때(M=3.75)가 명성이 높은 경우(M=3.41)에 

비해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계획대조(planned 

<표 4> 각 집단별 구전의도 평균값

구 분
높은 브랜드명성

(박준)

낮은 브랜드명성

(머리이야기)
계

긍정적 서비스 경험 3.41 3.75 3.58

부정적 서비스 경험 4.55 4.07 4.31

<표 5> 구전의도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소 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서비스경험 9.186 1 9.186 23.097*

명성 .081 1 .081   .202

서비스경험×명성 2.744 1 2.744   6.899*

       * p<.05  

contrast) 결과, t=1.817, p<.05). 부정적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브랜드명성이 높은 미용실에서의 

경험일 때(M=4.55)가 낮은 브랜드명성일 때

(M=4.07)보다 구전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계획대

조(planned contrast) 결과, t=2.134, p<.05).

  한편, ANOVA 분석을 해 본 결과, <표 5>에 나와

있듯이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6.899, p<.05),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그동안 미용서비스분야에서 연구가 미

미하였던 구전의도에 대한 연구를 실증하였다. 특히 

선행변수로서 서비스경험의 질을 투입하였고, 조절

변수로서 브랜드명성 수준을 적용한 것은 여느 연구

에서 볼 수 없는 본 연구만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가설화하고 이를 실증하였다는 이론적 공헌뿐만 아

니라, 미용 실무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미용서비

스 경험에 대한 구전의도가 긍정적 경험보다는 부정

적 경험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비즈니스 제13권 4호

58

특히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명성이 높은 수준에서 부

정적 경험에 의한 구전활동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

타나, 박준미장과 같은 명성이 높은 브랜드는 고객

의 부정적서비스 경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고객의 부정

적 서비스 경험이 구전이라는 큰 힘을 통해 파급이 

될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높은 브랜드명성에 치명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명성이 낮은 대중적 브랜드의 경우는 명성이 

높은 브랜드와는 다르게, 미용서비스의 긍정적경험

이 서비스평가에 진단적(diagnostic)정보로 작용되어 

긍정적 구전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명성이 낮은 대중적 브랜

드의 경우, 좋은 서비스경험 창출을 통해 그것이 구

전으로 이어져 단숨에 스타 브랜드로 뜰 수도 있음

을 시사하고 있어 실무적 공헌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서비스경혐의 질과 구전의도의 관계

에서 미용실의 브랜드명성에 따른 차별적 마케팅전

략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

고 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우선, 피험자가 일부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이 한계점으로 보인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결과 가설설정 방향대로 구전의

도의 방향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

타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직접적 인지 과정

(cognitive process) 측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의 연구 세팅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메커니즘

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진단성 지각에 대한 직접 

측정 등을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원인, 심

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용실의 브랜드명성이 높

은 경우와 낮은 경우, 각 하나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증하였으나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

으로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경험

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더 풍부하게 조작하여 다차

원적이며 다면적으로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좀 더 재미난 예측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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