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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블런효과와 밴드왜건효과가 미용실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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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베블런효과와 밴드왜건효과가 미용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세 이상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추출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19.0을 가지고 빈도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은 베블런효과는 
미용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는 밴드왜건효과는 미용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베블런효과와 
밴드왜건효과는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베블런효과는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밴드왜건효과는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미용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친구, 지인 또는 함께 교류하는 사람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베블런효과, 밴드왜건효과, 비합리적 소비성향, 소비자행동, 미용실선택행동
Abstract  This study has the objective of finding out the impact of veblen effect and bandwagon effect on the 
choice behavior of hair salon.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argeting 1,000 women over the age 
of 20. For the sample,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utilized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tilizing SPSS ver.19.0. Two hypotheses were set for the achievement of the research purpose. 
Hypothesis 1. Veblen effect will affect the hair salon choices. Hypothesis 2. Bandwagon effect will affect the 
hair salon choices.  It was verified that the veblen effect and bandwagon effect greatly affects the patterns in 
the choice of hair salons. It appeared that the research hypotheses of ‘Veblen effect will affect the hair salon 
choices.’ and ‘Bandwagon effect will affect the hair salon choices’ could be partly adop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ost of the users choose the hair salon with their friends, acquaintances or people they 
interac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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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은 타인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상호 교류하기보다는 다수의 대중 속

에서신속하게인정받으려는성향을가지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박수진[1], 우수

진, 최근희[2]의 연구에서보는것처럼피부또는메이크

업보다는 헤어관리를 통해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최

근희[2]의 연구에 의하면 헤어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 이성에게잘보이기위해, 주변의식때문에그리고

취업을 위해”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헤어관리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고객들의소비성향

을파악할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 것이라고할수

있다.

고객들의소비성향을파악하기위한미용서비스관련

기존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은희, 하홍열[3]은

성별, 1회사용액, 거래지속기간, 연령 및 미용실 유형에

따라고객만족과충성도에차이가있을것이라는연구를

하였고 박선예, 이영선[4]은 의사소통, 기술, 고객응대가

고객만족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황

선아, 황선진[5]은 미용실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

에 관한 연구에서 물리적 서비스(유형성, 접근성, 청결

성), 미용실직원 관련 서비스(감정배려, 능력), 정책관련

서비스(점포운영, 명성, 신용카드), 미용기술관련 서비스

가미용실을선택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하였

다. 김서희, 지정훈[6]은 직원서비스의 품질이 고객만족

과재방문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를수행하였고한

필구, 공다영[7]은 미용실의 관리적 측면(매장관리, 고객

관리, 직원관리)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미자, 김은숙, 조명숙

[8]은 미용기술서비스, 김민정[9]은 고객의 소비성향, 정

현숙[10]은 다양성 추구성향이 미용실 또는 미용서비스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에의하여수행된기존의연구결과들을종합하면

소비자의 선택요인을 물리적 환경요인, 인적 요인, 서비

스가격등성과요소로구분하여세부적인내용들중어

떤요인들이소비자선택에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

있다. 즉, 합리적 소비성향을 전제(합리적 소비자선택이

론)하고 어떤 요인이 소비를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11]. 그러나 현대사회는 대중매체와

소셜커뮤니케이션수단이보편화되어있기때문에타인

의선택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바합리적선택

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현실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비합리적 소비성향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베블런효과와 밴드왜건효과

가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직접적으로연구한것은거의없다. 서승희, 최부,

최미옥[12], 박현주, 박숙현[13,14], 이승자, 박용[15], 안현

순, 박준[16], 홍수남[17], 김명옥, 진용미[18] 등에의하여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베블런효과에 대한 뷰티 또는

미용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을 뿐 비합리적

소비성향을대표하는것중에하나인밴드왜건효과를포

함하고 있지 않으며, 미용실 선택에 한정되어 연구하고

있지도 않다[19].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비합리적 소비성향

을 대표하는 베블런효과나 밴드왜건효과가 미용실을 선

택하는데있어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하고자하였

다. 미용서비스라는 것이 인간의 필수적 소비대상인 의

식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영심이나유행에영향을받을개연성이높다고보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용실을

선택하는데 있어 합리적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소비성향이존재한다는것을규명한다는점에서,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용실 관련 마케팅 전략을 강

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비합리적 소비자선택이론
일정한 소득의 소비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가장 합리

적으로자신의소득을지출하려고할때어떤상품을얼

마만큼구입할것인가를구체적으로설명하는이론이소

비자선택이론이다. 여기에는 합리적 소비자선택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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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소비자선택이론이 있다.

합리적소비자선택이론에서는소비자의경우다른소

비자가어떻게소비하든상관없이자기자신이선호하는

대로상품의유용성에따라최소비용으로스스로의효용

을극대화할수있도록소비한다는것을전제하고있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비합리적인소비성향이나타난다. 소비자는상

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인 동료, 언론매체

등에많은영향을주고받는다. 즉, 전통적인경제학적관

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백경미[20]에 의하면 소비를 하는 목적은 욕구충족을

통해서소비자의만족나아가소비자의복지를증진하는

데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때로는 왜곡된 형태의

소비를하기도한다. 타인에게보이기위한과시소비, 다

른사람을의식한현시적과소비, 다른사람과비교한유

명상표추구, 상위계층의소비생활에대한모방소비등이

대표적인왜곡현상이다. 이를대표하는학술적인용어가

베블런효과(veblen effect),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 등이며, 이를 비합리적소비자선택이론이라한다.

2.2 베블런효과
베블런효과는기능적으로보면소비자가동일한상품

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흔쾌히 지불하려는 행태를 말하

며, 과시적소비라고도한다. 판매자가낮은가격으로판

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매력이 상실되는 경우이며, 일반

적으로는 사치품 시장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이유는일반적으로자신은다른사람과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동의 어떤 가게에서 밍크코트에다 30만원이라는 가격

표를 붙여 놓았는데 팔리지 않았다. 이에 밍크코트의 가

격을 300만원으로 바꾸어 달았더니 매우 잘 팔렸다라는

일화가있는데, 이것이베블런효과이다[11]. 즉, 소비자들

이 소비활동을 통해 자신을 타인과 분류하고 사회적 차

이화를이루고자노력하는경우과시적소비가발생한다

[21].

Leibenstein[22]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이

유들중하나는해당상품의가격이높은수준인바자신

의 지불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Mason[23]은 ‘과시소비’란 높은 가격으로 구

매할 수 있는 능력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욕구에 의해

자극받아행해지는소비행동중하나의형태라고정의하

였다. LaBabera[24]는 제품의 경제적 효용이나 기능적

효용보다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하여 다른

사람에게소유자자신의이미지를심어주려는동기에의

해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과시적 소비를 정의하고 있

다[25].

[Fig. 1]을 기준으로하면베블런효과는가격이 에

서 으로 상승하면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이 정상이나 수요량이 에서 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에서 이 베블런효과로인해

증가된 수요의 크기이다[26].

[Fig. 1] Veblen effect[26]

2.3 밴드왜건효과
이론적인 세계와는 달리 실제 세상에서는 많은 소비

자들이 특정 상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

상품을소비하는경우도존재한다[11]. 이와 같은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밴드왜건효과가 있다. 밴드왜건효과

란 다른 사람들의 재화소비가 증가하면, 이에 편승하여

재화소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

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소비

하는 상품을 따라서 소비하는 행태이다. 시대적인 흐름

에 뒤지지 않으려고, 함께 교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

라 하려고, 주변 사람들과 유사하게 지내려고, 타인들과

비숫하게 지내려고, 맵시를 내거나 유행을 선도하려고

사람들은타인들이소비하는상품의소비를증가시킨다.

밴드왜건효과가 존재하면 개별수요곡선과 시장수요

곡선이 보다 탄력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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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흔한예로들고있는것이여성들의의상수요일것

이다. 특정 스타일의 의상이 유행하면 여성들은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 특정 의상을 구매하는 것을 일반적으

로목격할수있다. 밴드왜건효과가있을경우그것이없

을때보다는개별수요가더커지고따라서시장수요도

더 커진다. 특정 상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이 수요하면 개

별소비자들이해당상품에대한개별수요를늘리기때

문이다. 또한 가격도 더 탄력적이게 된다. 밴드왜건효과

는 선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곡

선은 여전히 우하향의 형태를 가진다[27].

[Fig. 2]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만약 밴드왜건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이 에서 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에서 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밴드

왜건효과가있다고가정하면가격이 에서 으로하

락할 경우 수요량은 에서 로 증가한다. 따라서

에서 가 밴드왜건효과가 인해 증대된 수요의 크

기이다[11].

[Fig. 2] Bandwagon effect[26]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연구는비합리적소비성향을대표하는베블런효과

와밴드왜건효과가미용실을선택하는데있어어떤영향

을미치는지를검증하고자하였다. 독립변수인베블런효

과는개성추구지향, 브랜드지향, 고가격지향, 유행추구지

향, 밴드왜건효과는모방성향, 반응동조성향, 광고물건구

입성향, 지인추천동조성향, 그리고종속변수인미용실의

선택은 이용의향, 이용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지

속이용의향 등과 같은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살펴본 것과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세부요인별로 영향정도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는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한후검증하는방식으로연

구를 진행하였다.

가설1: 베블런효과는미용실선택(이용의향, 이용만족

도, 재방문의향, 추천의향, 지속이용의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1: 개성추구지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브랜드지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향

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고가격지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향

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유행추구지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밴드왜건 효과는 미용실 선택(이용의향, 이용

만족도, 재방문의향, 추천의향, 지속이용의향)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1: 모방성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2: 반응동조성향은미용실선택에긍정적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3: 광고물건구입성향은미용실선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4: 지인추천동조성향은미용실선택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 3]과 같다.

3.2 측정도구
3.2.1 독립변수
독립변수에는 베블런효과와 밴드왜건효과가 있다. 먼

저, 베블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인에 대한

구성요소들을도출하여야한다. 조은아, 김미숙[25], 박미

정, 임숙자, 이승희[28], 박혜선[29], 조아라, 이윤정[30]

등의 선행연구를 보면 베블런효과는 과시적 소비성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성추구지향, 브랜

드지향(유명상표선호), 타인인정, 제품의 상징성, 외국제

품 선호, 고가격지향, 유행추구지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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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들은 상호간에 유사 중복

성 등 밀접한 연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화

가 가능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베블런효과에 대한

구성요소를 재분류하면 개성추구지향, 브랜드지향, 고가

격지향, 유행추구지향등 4가지주요요인이도출되어진다.

4가지주요요인들은조은아, 김미숙[25], 박미정, 임숙

자, 이승희[28]의 연구에의할경우 12개의설문문항으로

구성할수있는바이연구역시 선행연구를중심으로 12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밴드왜건효과를측정하기위한설문문항을활용한연

구는많지않으나정은영, 이은희[31], 김나연, 이기춘[32]

의 연구를보면주변인또는유명인에대한모방성향, 주

변사람의 반응에 대한 동조성향, 광고물건에 대한 신뢰

및구입성향, 친구등지인의추천에동조하는성향등 4

가지의세부구성요소로구분된다. 이들의연구결과를토

대로 하면 4가지의 주요 요인들은 9개의 설문문항으로

구분되는바이연구역시선행연구를중심으로 9개의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살펴본것처럼베블런효과 12개, 밴드왜건

효과 9개등총 21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2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는 최재민, 정연자[19], 최재민[27]의 연구

에 근거하여 종속변수로 미용실 이용의향, 이용만족도,

미용실재방문의도, 다른사람에의추천의향과지속이용

의향 등을 선정하였다. 미용실 이용의향은 미용실을 이

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이용

만족도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미용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를의미한다. 재방문의도는현재이용하고있는

미용실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다른사람에의추천의향은다른잠재고객에게

현재이용하고자하는미용실을추천하고자하는의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지속이용

의향은경쟁업체가생길경우경쟁업체로옮기고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종속변수는앞에서살펴본 것처럼 5개

의설문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리커트 5점척도로측정

하였다[19,27].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

체의불특정이용자가전체연구대상이다. 다만, 지역의

인구와연령에따라이용편중이발생되어질수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비와 연령비를 고려하여 비례층화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특정지역에 조사대상자가 편중되면 연구결과의 지역

적 왜곡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특정연령에 조사대상자

가 편중되면 비합리적 소비성향인 베블런효과와 밴드왜

건효과의연령별왜곡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

이다. 또한, 비례층화표본추출방식은 확률적 표본추출방

식의 일종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

지 20일동안구조화된조사지를활용하여Web 조사 및

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v.1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먼저 요인분석을

[Fig. 3] Framework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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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변수 간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베블런효

과와 밴드왜건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세부변수를

검증ㆍ활용 함으로써 회귀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및 이

연구의 세부변수를 범주화하여 축소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신뢰도분석을실시하여범주화된변

수, 즉 연구의요인화과정의신뢰도를함께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범주화된베블런효과의주요요인(개성추구

지향요인, 브랜드지향요인, 고가격지향요인, 유행추구지

향요인), 밴드왜건효과의 주요 요인(모방성향, 반응동조

성향, 광고물건구입성향, 지인추천동조성향)과 미용실이

용의향, 이용만족도, 미용실 재방문의도, 추천의향 그리

고 지속이용의향 등과 같은 종속변수 간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비합리적 소비성향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응답

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282명(28.2%), 30대 332명

(33.2%), 40대 290명(29.0%), 50대 96명(9.6%)으로 30대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으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257명(25.7%)

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14명(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연령

비 등을 고려한 비례층화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였기 때

문에상대적으로인구가많은경기도와서울시의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졸 이하 129명(12.9%),

대재 154명(15.4%), 대졸 626명(62.6%), 대학원졸 이상

91명(9.1%)으로 대졸비중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미용

실이용경험에대해서는일반미용실만이용해본경험이

있다 499명(49.9%), 프랜차이즈미용실만이용해본경험

이 있다 170명(17.0%), 둘 다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 325

명(32.5%)으로일반미용실만이용해본경험이있다는응

답비중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00만원미

만 81명(8.1%), 200-300만원미만 171명(17.1%), 300-400

만원 미만 149명(14.9%), 400-500만원 미만 195명

(19.5%), 500-600만원 미만 147명(14.7%), 600-700만원

미만 97명(9.7%), 700만원 이상 160명(16.0%)로 300-600

만원의 응답비중이 약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기혼자가 514명

(51.4%)으로 미혼자 462명(46.2%)에 비해상대적으로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요인분석
본 연구는 미용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합리적 소

비자 선택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 다만, 비합리적 소비자선택과 관련한 선행연구

는많지않을뿐만아니라베블런효과와밴드왜건효과를

구성하는주요요인을다양한사례에적용․검증하고있

지도 못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주요 요인이 모

든사례에보편적으로적용되어지기에는한계를가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블런효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Age

20-29 282 28.2
Marital status

Single 462 46.2
Married 514 51.430-39 332 33.2
etc. 24 2.440-49 290 29.0

Residence Area

Seoul 214 21.450-59 96 9.6
Busan 65 6.5

Education

Below a high school 129 12.9
Dague 48 4.8Attending University 154 15.4
Incheon 60 6.0Undergraduate 626 62.6
Gwangju 31 3.1Graduate 91 9.1
Daejeon 31 3.1

Type of Hair
Salon

Franchise Salon 170 17.0
Ulsan 23 2.3General Salon 499 49.9
Sejong 5 0.5Both 325 32.5
Gyeonggi 257 25.7None 6 0.6
Gangwon 25 2.5

Income

Below 100-200 ten thousand won 81 8.1
Chungbuk 28 2.8Below 200-300 ten thousand won 171 17.1
Chungnam 36 3.6Below 300-400 ten thousand won 149 14.9
Jeonbuk 31 3.1Below 400-500 ten thousand won 195 19.5
Jeonnam 29 2.9Below 500-600 ten thousand won 147 14.7
Gyeongbuk 44 4.4Below 600-700 ten thousand won 97 9.7
Gyeongnam 61 6.1Over 700 ten thousand won 160 16.0 Jeju 12 1.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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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밴드왜건효과의 주요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요인

추출은주성분분석방법, 요인회전은 Kaiser 정규화가있

는 베리멕스 회전법으로 분석하였다.

베블런효과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KMO 통계량(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표본으로판단)은 0.899, Barlett의 구형성검정결

과  = 6195.511(p=.000)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본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크게 2가지 범주로 유형화가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요인 1과 요인 2에 포함되어

지는문항간성분계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일반

적으로 요인분석에 따른 신뢰도 분석 결과(Cronbach ɑ 
계수)가 0.6 이상일경우신뢰도를담보하고있다고판단

하는데, 해당 통계량이 각각 0.537과 0.479로 0.6 이하의

계수값을 가짐으로써 요인분석의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산의설명력역시약 30%와 28%수준으로나

타나상대적으로낮은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요인분석이변수의오차항간상관관계에따라판별되

어짐으로써사례의상이성, 조사대상의특성, 응답의불

일치성 등으로인해범주화 과정에서오류(Bias)의발생

이 야기될 수 있다. 즉, 두 개의 요인으로 분석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요인값 및 상관방향이 일정 수준을 담보하

여야 하며, 다른 요인에 상응하는 관측변수와 오차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관측변수를 가져야 주요 요인에 따

른 범주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확

인적 요인 분석결과 다른 요인의 관측변수가 아니어야

한다는전제가요구되어지나같은요인의관측변수로오

Category
confirmatory
factor

exploratory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 hope hair styles will catch on to people's eyes 0.612 0.375 0.789 0.318 0.213 0.089
I enjoy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by maintaining a unique hairstyle, 0.654 0.326 0.783 0.198 0.376 0.051
I hope that healthy hair texture comes in contact with people's eyes. 0.590 0.332 0.599 0.438 -0.282 0.185
I believe in a well-known hair-salon service. 0.499 0.596 0.243 0.778 0.306 0.165
I want to receive a service at a famous hair salon even if I receive a hair service. 0.439 0.626 0.202 0.765 0.267 0.232
I have experienced expensive hair services compared to my convenience. 0.706 0.169 0.063 0.155 0.827 0.232
Although I like it, I am afraid that I can get my hair cut if I have a cheap price. 0.818 0.091 0.218 0.265 0.793 0.117
I don't want to answer a question of friends on service price after receiving a haircut
service at a cheap price.

0.835 0.169 0.383 0.232 0.724 0.151

I can trust more expensive hair services than cheap hair service. 0.748 0.108 0.158 0.314 0.690 0.166
I want to receive hair services.of fashionable styles or popular styles. 0.559 0.769 0.364 0.320 -0.042 0.683
As soon as the new hairstyle gets popular, I'll be right away 0.551 0.755 0.360 0.158 0.368 0.669
I'm trying to find out about the style of hair-related trends. 0.515 0.692 0.437 0.245 0.100 0.633

Cronbach ɑ .537 .479 .761 .852 .691 .736
initial eigenvalue 3.612 3.419 2.040 1.743 2.254 2.128
% of variance 30.102 28.495 68.016 87.134 56.360 70.917

KMO=0.899, Bartlett's test  = 6195.511(p=.000)

<Table 2>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the Veblen effect

Category
confirmatory
factor

exploratory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 am going to receive a hair service by recommendation of my friends or acquaintances. 0.429 0.655 0.828 0.148 0.100 0.220
I will get my hair style to respond to the stream of times 0.438 0.662 0.529 0.052 0.415 0.353
I have tried to imitate entertainers' hairstyles. 0.677 0.459 0.097 0.207 0.841 0.206
I had hair service experience with my friends 0.685 0.469 0.047 0.285 0.715 0.274
I have tried to follow my friend's hair style. 0.724 0.525 0.328 0.194 0.703 0.216
Under the same conditions, I choose to hair salon used by many people 0.683 0.466 0.162 0.244 0.125 0.824
Even if the price is higher, I choose to hair salon used by many people 0.728 0.530 0.188 0.216 0.256 0.784
I have experience using hair salon after hearing the experience of users. 0.467 0.684 0.188 0.835 0.127 0.252
I have experience using hair salon after watching the advertising 0.510 0.714 0.298 0.747 0.278 0.134

Cronbach ɑ .511 .374 .795 .736 .638 .717
initial eigenvalue 4.781 2.267 1.438 1.554 1.895 1.583
% of variance 29.472 11.211 71.904 77.723 63.171 79.150

KMO=0.898, Bartlett's test  = 3054.442(p=.000)

<Table 3>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the Bandwag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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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모형의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확인적요인분석결과에따

른 2가지요인범주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 요인적재값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개요인으로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보면범주화된요인의신뢰도가향상되었고요인

적재값의 명확한 구분ㆍ적용이 가능하였다. 세부적으로

1요인을 개성추구지향, 2요인을 브랜드지향, 3요인을 고

가격지향, 4요인을 유행추구지향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밴드왜건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KMO 통계량은 0.898, Bar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 3054.442(p=.000)로 유의수준 .01에서유의한것으로나

타났기 때문에 표본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크게 2가지 범주로 유형화가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요인분석에 따른 신뢰도 분

석 결과 Cronbach ɑ값이 각각 0.51과 0.37로 0.60이하의
계수값을 가짐으로 요인분석의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하

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분산의설명력역시약 29%

와 11% 정도의 설명력을 가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블런효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요인으로 적용ㆍ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인값 및 상관방향의 일치성, 주요 문항의 범주화가 가

능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 분류된 요인적재값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서분류하고있는 4개요인으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

하였으며, 분석결과 범주화된 요인의 신뢰도 향상 및 요

인적재값의명확한구분ㆍ적용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

었다. 세부적으로 1요인을지인추천동조성향, 2요인을모

방성향, 3요인을 반응동조성향, 4요인을 광고물건구입성

향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4.3 회귀분석
베블런효과의 주요요인과 종속변수인 미용실선택 간

의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 <Table 4>와같다(변수간

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Appendix. 1>을 참고하기 바

람). 분석결과를 보면 ‘고가격지향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브랜드

지향요인을 제외한 베블런효과의 주요요인 모두 유의미

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 외전반적만족

수준,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지속의향에 대해서는 ‘고가

격지향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Intention
of the use

Satisfaction
Intention
of revisit

Intention of
recommendation

Continuous
use

Constant 2.550 2.832 2.954 2.655 2.471
Individual
pursuit
-oriented
factor

.097* .033 .043 .077 .058

Brand
-oriented
factor

.032 .032 .029 -.020 -.047

High price
-oriented
factor

.089* .126** .104* .114** .185***

Trend
-oriented
factor

.279*** .050 .081 .070 .038

adj. R2 .439 .210 .222 .214 .222
* p<0.05; ** p<0.01; *** p<0.001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actors of Veblen effect and choice 
behavior of hair salon

조은아, 김미숙[25], 박미정, 임숙자, 이승희[28] 등에

의해서이루어진선행연구결과와같이미용실선택은본

인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소비 경향과 다른 사람을 의

식한현시적과소비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밴드왜건효과의 주요요인과 종속변수인 미용실선택

간의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 <Table 5>와같다(변수

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는 <Appendix. 2>를참고하기바

람). 이용의향에 대해 밴드왜건효과의 주요요인 모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전반적

만족수준,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지속이용의향에대해서

는 ‘모방성향요인’과 ‘반응동조성향요인’이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영, 이은희[31], 김나연, 이기춘[32] 등에 의하여

수행된 선행연구결과처럼 헤어스타일이 타인에게 보이

기위한과시소비성향을가짐에따라다른사람과비교

한 유명 미용실 지향과 타인을 모방하여 소비하는 성향

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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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ntention
of the
use

Satisfaction
Intention
of
revisit

Intention of
recommendation

Continuo
us use

Constant 2.174 2.718 2.814 2.574 2.754
Personality
-oriented
factor

.079* .001 .020 -.015 -.044

Limitation
tendency
factor

.237*** .093* .089* .110** .097*

Tendency of
following
responses
factor

.079* .126** .115** .096** .092*

Purchase by
advertisement
factor

.197*** .026 .048 .054 .016

adj. R2 .490a .212a .226a .211a .156a
* p<0.05; ** p<0.01; *** p<0.001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factors of Bandwagon effect and choice 
behavior of hair salon

Category
Intentio
n of the
use

Satisfaction
Intentio
n of
revisit

Intention of
recommendation

Continuou
s use

H1

Individual
pursuit
-oriented
factor

○ × × × ×

Brand
-oriented
factor

× × × × ×

High
price
-oriented
factor

○ ○ ○ ○ ○

Trend
-oriented
factor

○ × × × ×

H2

Personality
-oriented
factor

○ × × × ×

Limitation
tendency
factor

○ ○ ○ ○ ○

Tendency of
following
responses
factor

○ ○ ○ ○ ○

Purchase by
advertiseme
nt factor

○ × × × ×

* ○ adoption, × rejection

<Table 6> Testing result of Hypothesis

<Table 6>은 베블런효과 및 밴드왜건효과의 주요요

인이미용실을선택하는데있어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브랜드지향요인을 제외한 베블런효과, 밴드왜건효과의

주요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

도, 재방문의사, 추천의향, 지속이용의향은모방성향요인

과 반응동조성향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블런효과는 미용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연구가설(가설 1)과 ‘밴드왜건효과는미용실선택

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연구가설(가설 2)은일부채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이연구는비합리적소비성향을대표하는베블런효과

와 밴드왜건효과가 미용실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베블런효과를구성하는주요

요인 중에서는 고가격지향요인 그리고 밴드왜건효과를

구성하는 주요요인 중에서는 모방성향요인과 반응동조

성향요인이미용실선택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의이용의향에있어서는브랜드지

향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 고려 할 때 미용실의 마케팅을 위해

서는 고가격지향요인, 모방성향요인, 반응동조성향요인

에대한전략적강화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난다. 이

들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미용실 선택에 긍정적 효과로

연계되어지기 때문이다.

첫째, 고객들이 특정 미용실을 선택할 때에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가격에 반

응한다는것을염두해야한다. 즉, 미용서비스에대한가

격이높다는것이소비자들의미용실선택행동을저해하

지않는다는것을고려하면서마케팅전략을강구할필요

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미용실을선택할때연예인등과같

은 유명인에 대한 모방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사람

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서비스공급자들은유명연예인들의헤어스타일

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할 필

요가있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또한헤

어서비스를제공한후에는적극적으로칭찬하는등의노

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브랜드지향요인을제외한모든요인들이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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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겠다는 의향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서비스공급자는브랜드제품의사용사실을홍보하

기 보다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에대한서비스가가능하다는점등을적극적

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매체 등과

같은고가의광고보다해당지역을포괄하고있는매체

나 헤어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이 주변에 알릴 수 있도

록 관리하는 노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용실을 선택함에 있어 비합리적 소

비성향이발생하는지, 어떠한세부요인이비합리적소비

성향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하여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결과비합리적소비성향을야기하는고가격

지향요인, 모방성향요인, 반응동조성향요인에 대한 세부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는 향후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분기, 반기별), 계절별 등의

다각적 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일반화의 가능성이

보다 배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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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 I hope hair styles will catch on to people's eyes 1 0.234 0.361 0.284 0.421 0.211 0.374 0.323 0.431 0.333 0.365 0.332
v2 I enjoy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by maintaining a unique hairstyle, 　 1 0.293 0.287 0.193 0.200 0.140 0.141 0.188 0.241 0.175 0.199
v3 I hope that healthy hair texture comes in contact with people's eyes. 　 　 1 0.611 0.306 0.257 0.277 0.299 0.316 0.353 0.430 0.435
v4 I believe in a well-known hair-salon service. 　 　 　 1 0.343 0.235 0.178 0.237 0.337 0.358 0.346 0.370

v5
I want to receive a service at a famous hair salon even if I receive a
hair service.

　 　 　 　 1 0.213 0.327 0.357 0.596 0.400 0.377 0.362

v6
I have experienced expensive hair services compared to my
convenience.

　 　 　 　 　 1 0.197 0.289 0.239 0.327 0.335 0.327

v7
Although I like it, I am afraid that I can get my hair cut if I have a
cheap price.

　 　 　 　 　 　 1 0.518 0.408 0.276 0.349 0.341

v8
I don't want to answer a question of friends on service price after
receiving a haircut service at a cheap price.

　 　 　 　 　 　 　 1 0.375 0.275 0.405 0.397

v9 I can trust more expensive hair services than cheap hair service. 　 　 　 　 　 　 　 　 1 0.432 0.380 0.393
v10 I want to receive hair services.of fashionable styles or popular styles. 　 　 　 　 　 　 　 　 　 1 0.520 0.504
v11 As soon as the new hairstyle gets popular, I'll be right away 　 　 　 　 　 　 　 　 　 　 1 0.676
v12 I'm trying to find out about the style of hair-related trends. 　 　 　 　 　 　 　 　 　 　 　 1

<Appendix. 1>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Veblen effect

Variables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
I am going to receive a hair service by recommendation of my friends
or acquaintances.

1 0.159 0.236 0.387 0.385 0.233 0.265 0.218 0.211

b2 I will get my hair style to respond to the stream of times 　 1 0.290 0.231 0.279 0.292 0.230 0.257 0.137
b3 I have tried to imitate entertainers' hairstyles. 　 　 1 0.366 0.557 0.259 0.388 0.353 0.424
b4 I had hair service experience with my friends 　 　 　 1 0.437 0.257 0.290 0.254 0.321
b5 I have tried to follow my friend's hair style. 　 　 　 　 1 0.336 0.378 0.380 0.388
b6 Under the same conditions, I choose to hair salon used by many people 　 　 　 　 　 1 0.537 0.255 0.215
b7 Even if the price is higher, I choose to hair salon used by many people 　 　 　 　 　 　 1 0.237 0.350

b8 I have experience using hair salon after hearing the experience of users. 　 　 　 　 　 　 　 1 0.496

<Appendix.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on the Bandwag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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