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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메이크업 뷰티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뷰티아카데미에 대해 지각하는 관계혜택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5개 전문 뷰티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 영향력, 구조모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SmartPLS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계효익 중 심리적 효익을 제외한 사회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모두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메이

크업 전문 뷰티아카데미와 수강생들 간의 고객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효익,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 신뢰, 브랜드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lational benefits that students of Makeup Beauty Academy 

perceive about Beauty Academy on brand image, trus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from five Beauty Academi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martPLS 2.0, which enables simultaneous measurement of causal 

relationships, mutual influence and structural models among potential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benefits, economic benefits, and customization benefits, excluding psychological 

benefi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rand image. Psychological and economic benefits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rust. Both brand image and trus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commendation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customer relationships between the makeup-specialized 

Beauty Academy and the student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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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뷰티 서비스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웰빙지향과 감성소비의 증가로 급속히 성

장하는 산업분야이다. 또한 한류열풍에 따른 K팝의 인기

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새로운 수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뷰티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려는 

교육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뷰티아카데미 역시 증

가하고 있다.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로 운영되는 전문학원

에서부터 국내 로컬 브랜드의 전문 교육학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생들의 뷰티 아

카데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뷰티아카데미 교육생들의 관계효익이 뷰티아카데미의 브

랜드 이미지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이러

한 요인들이 교육생들의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메이크업 뷰티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관계효익에 관한 연구들은 고객만족, 신뢰, 몰입 등과 

같이 관계의 질적인 측면 외에 충성도, 구전 등과 같은 

관계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관계효익이 동일시 단계를 거쳐 충성도, 재구매의

도, 추천의도, 공동생산 등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는 논문들로 확장되고 있다[2,4,5]. 그럼에도 관계효

익이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이루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관계효익을 심리적 효익, 사회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전문 뷰티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과의 관계형

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

한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뷰티아카데미의 관계효익

관계효익은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한쪽 또는 양

쪽 모두가 얻게 되는 효익을 의미한다[6]. 기업과 고객 간

의 유대 관계를 통해 양쪽 모두가 효익을 얻게 될 때 장

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며 더불어 관계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7]. 따라서 관계효익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으로부터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효익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8]. 

기업은 관련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감

으로써 고객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속

적으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9]. 장기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안정감과 친밀감, 우정,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또한 위험의 감소, 신뢰, 약속이행 등과 

같이 고객이 경험하는 확신, 비용절감이나 에너지 및 시

간절약 등의 경제적 혜택, 그리고 특별한 대우나 관심 등

에 따른 혜택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고

객이 획득할 수 있는 관계효익을 Gwinner, Gremler & 

Bitner[4]는 사회적 효익, 심리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

객화 효익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효익(social benefits)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

자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으로, 일반적으

로 관계 경험에 의해 촉진되는 친밀감, 우정과 관련된 감

정을 나타낸다[1,10]. 이러한 사회적 효익은 우호적인 상

호작용과 관련된 감정을 의미하므로[11], 고객만족을 이

끌어내는데 중요할 역할을 한다.

심리적 효익(psychological benefits)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

우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에 대한 고객의 확신을 나타낸다[12]. 이는 소비자가 경

험하는 위로와 안정감, 불안감 감소 등을 나타낸다[13]. 

이러한 심리적 효익을 통해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되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s)은 이미 활용하고 

있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혜택이다[4]. 즉, 고객들이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발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경제적인 이

점을 의미한다. Kim, Lee & Baek[14]과 Suh & Ju[15]

는 경제적 효익을 장기고객이나 단골고객 등 특정고객에

게 경제적으로 제공되는 특별대우로 구분하였다. 즉, 경

제적 효익은 고객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우대혜택으

로 더 높은 이자율이나 마일리지 혜택, 할인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제적으로 제공되는 직접적인 혜

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해주는 요인이다[16].

고객화 효익(customization benefits)은 고객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이에 형성된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 누리게 되는 우선적인 대우나 혜택, 관심 및 개별적

인 인지와 스페셜 서비스 등의 혜택이다[4]. 이는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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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고객

에 비해 특별 대우를 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4,17]. Bitner[18]는 예상하지 않았던 서

비스 제공자의 특별한 형태의 대우에는 개별적인 관심,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혜택 등이며, 이

런 특별한 대우가 고객의 만족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계효익은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지각된 효익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효익은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

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혜택이므로 이는 고객의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과 우호적인 브랜드 이미지 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볼 때 수익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뷰티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교육생들이 가지는 

관계효익은 뷰티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2.2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구

매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

문에 기업에게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Aaker & Myers[19]는 이미지란 특정 개체와 관련

하여 생기는 지각이라고 하였다. Keller[20]는 브랜드 이

미지를 브랜드가 가지는 속성, 효익, 태도, 연상 등에 대

한 지각된 신념(belief)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브랜

드 이미지는 소비자의 지각과 마음속에 있는 무형의 자

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브랜드에 대

하여 좋다고 느끼거나 또는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정보나 단서들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총체적 연상이

다[21]. 이와 같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

든 연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의 주관적인 인지와 그에 따른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22],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외부 신

호이다[23].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필

요와 욕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경쟁업체와 해

당 브랜드를 구별하게 해준다[24]. 기능적, 상징적, 경험

적 편익의 개선을 포함하여 잘 관리된 브랜드 연합은 우

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한다[25]. 소비자들

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우호적일수록 

해당 브랜드의 제품과 그 속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

며[26],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인식, 추천의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들이 브랜드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뷰티아카데미 교육생들의 뷰티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추천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2.3 신뢰

신뢰는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고객과 기업 간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

인 중 하나이다[27]. 신뢰는 다른 당사자가 기대했던 대

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므로[25], 상대

방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믿는 정서적, 감정적 상

태이며[28], 이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진실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한다[29]. 이와 같은 신뢰는 거

래 상대방이 통제나 감시가 없더라도 나에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30].

신뢰가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태도와 행동

에 모두 영향을 끼쳐야 하며[31], 이는 사회적 관계를 발

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32]. 이와 같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

는데 있어서 중요하다[33].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는 서비

스 제공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34].

신뢰란 교환상대방이 제시하는 말이나 약속, 행동이 

믿을 만하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35],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거나 불확실성의 근원을 완화시키는 효과

적인 수단이다[36]. 이러한 신뢰는 오프라인 거래뿐만 아

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구매에서도 사용자의 행

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37]. 

Dick & Basu[38]은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는 지속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서

비스 기업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가 신뢰를 하게 되면 기업

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위험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39].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호작용의 경험에 의해 구

축되며, 기대충족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장기적인 만족감

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게 된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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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신뢰(trust)는 고객과의 장기적

인 관계구축에 영향을 미치며 충성도, 재구매의도, 구전 

등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뷰티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뷰티 아카데미에 대해 가지는 

신뢰는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뷰티아카데미에 대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2.4 추천의도

추천의도는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구전광고를 대면 커

뮤니케이션 광고의 수신자가 동료나 친구에게 이야기함

으로써 정보의 원천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다[19].또한 

추천의도는 관련 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행동의도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41]. 이러한 추천

의도는 본인이 좋게 경험했던 것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개인적으로 느꼈던 긍정적이고 부정

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

션 방법의 하나이다.

추천의도와 관련 있는 구전의 특성은 영향적인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영향적인 특성은 사람들이 이미 본인들

이 알고 존경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속성으로 주변인들의 말에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42]. 주변사람들의 추천 등 구전

으로 얻은 정보에 따라 잠재고객들은 해당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구전은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고객을 유입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43]. 

이상과 같이 추천을 통한 의사전달은 타인에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의 명성과 이

미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들의 제품 또

는 서비스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객과 기업 간의 지속적인 관계혜택을 

통한 신뢰형성은 고객의 긍정적인 추천의도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뷰티 아카데미 수강생

들과 뷰티 아카데미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3.1.1 관계효익과 브랜드 이미지

관계효익은 고객과 기업이 상호 간에 얻게 되는 효익

으로 이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지속적,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본 연구는 

Gwinner,, Gremler & Bitner[4]이 제시한 개념을 바탕

으로 관계효익의 하위요인을 심리적 효익, 사회적 효익, 

경제적 효익, 그리고 고객화 효익으로 구분하였다. 심리

적 효익(psychological benefits)은 뷰티아카데미 교육

생들이 서비스 제공자인 뷰티아카데미와의 관계에서 경

험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 등을 나타낸다. 사

회적 효익(social benefits)은 뷰티아카데미와 교육생이

라는 고객들에 대해 제공하는 친밀함, 배려, 개인적 지각, 

사회적 지원 등을 나타낸다.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s)은 가격과 관련된 인센티브 및 뷰티아카테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단계에 필요한 탐색시간 단

축 등의 효익을 나타낸다. 고객화 효익(customized 

benefits)은 뷰티아카데미가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특

별한 관심이나 대우나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효익은 고객과 기업 간의 지속적 관

계에서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얻게 되는 효익으로 정의

하였다. 관계효익은 고객이 서비스기업으로 부터 장기적

인 관계 형성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지각된 효익으로, 

고객만족, 신뢰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8], 기업은 고객에게 특화된 관계효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뷰티 아카데

미 수강생들이 뷰티 아카데미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관

계효익에 있어서도 뷰티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뷰티

아카데미는 교육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9]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인 구전과 추천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이 특정 기업과 관련된 직·간접

적인 경험과 지각을 바탕으로 가지게 되는 호의적인 감

정으로 정의하였다.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다

른 경쟁업체와 브랜드를 구별하게 한다[24].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이미지에 우호적일수록 해당 브랜드의 제품

과 그 속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다[26]. 따라서 뷰티 

아카데미에 대해 수강생들이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브랜

드 이미지는 수강생들의 뷰티 아카데미가 가지는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추천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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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심리적 효익은 브

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사회적 효익은 브

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경제적 효익은 브

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고객화 효익은 브

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관계효익과 신뢰 

신뢰는 특정 대상이 본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

족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믿음이므로 오프라인 구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에서도 사용자의 행동의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7]. 또한 소비자의 신뢰는 서비

스 제공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4]. 이

러한 소비자의 신뢰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

정에서 관련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태

도 형성과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며, 뷰

티 아카데미에 대한 수강생들의 신뢰 역시 주변인들에 

대한 추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심리적 효익은 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사회적 효익은 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경제적 효익은 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고객화 효익은 신

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 추천의도

추천의도는 본인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인

들에게 사용이나 이용을 권유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추천의도는 관련 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행동의도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41]. 추

천과 같은 구전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잠재고

객들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하

게 되므로, 긍정적인 구전은 신규고객을 창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43]. 따라서 뷰티아카데미에 대한 신뢰와 호

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추천의도가 형성

될 것으로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9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아카데미에 대한 

신뢰도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

도록 설문문항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7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계효익은 

Gwinner, Gremler & Bitner[4]과 Lee, Choi & 

Moon[44]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고객화 효익 4문항, 경제적 효익 4문항, 심리적 효익 

4문항, 사회적 효익 4문항 등 총 16개의 문항으로 측정

하였다. 신뢰도는 Mishra, Grubb & Lee[31]와 Kim & 

Na[45]의 측정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는 Keller[20]

와 Park & Suk[46]의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천의도는 Reynolds & Beatty[1]과 Kang[47]의 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뷰티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뷰티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

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7월21일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의 5개 뷰티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구글독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34부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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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212

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된 표본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남성은 

14명(6.6%) 여성은 198명(93.4%)이었으며, 조사 대상자

의 연령은 19세 이하 129명(60.8%), 20~24세 44명

(20.8%), 25~29세 20명(9.5%), 30대 10명(4.7%), 40대 

이상 9명(4.2%) 순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113명(53.3%), 고등학교 졸업 46명(21.7%),

전문대 졸업 35명(16.5%), 대학졸업 18명(8.5%)으로 나

타났다. 학원수강 이유는 취업 49명(23.1%), 진학 

109(51.4%), 창업 38명(17.9%), 취미 11명(5.2%), 기타 

5명(2.4%)순으로 나타났다. 수강중인 학원을 선택한 이

유는 친구 또는 지인의 권유 54명(25.5%), 학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지인 소개 39명(18.4%), 브로셔 및 전단

지 31명(14.6%), 인터넷까페/블로그 85명(40.9%), 페이

스북/인스타그램 등의 SNS 34명(16.0%), 기타 23명

(10.8%) 순으로 나타났다.

4.2 가설검증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은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계기법이

다. SmartPLS는 측정모형뿐만 아니라 구조모형도 동시

에 측정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초기 단계의 연구에 유용

하게 이용할 수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

해서 구조적 관계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SmartPLS 2.0

을 이용하였다. 측정문항과 구성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SmartPLS에서 R² 값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판별타당

성,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통계검증에서 측정모형은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

Item
Factor Loading t-

C.R. Cronbach α AVE
B.I C.B E.B R.I P.B S.B Trust value

B.I

BI1 0.759 0.506 0.456 0.531 0.389 0.488 0.545 16.588

0.879 0.819 0.647
BI2 0.830 0.630 0.510 0.571 0.580 0.634 0.741 21.653

BI3 0.787 0.587 0.510 0.597 0.544 0.539 0.515 18.407

BI4 0.839 0.721 0.533 0.781 0.763 0.706 0.780 30.055

C.B

CB1 0.589 0.805 0.559 0.540 0.604 0.654 0.602 22.486

0.914 0.874 0.727
CB2 0.681 0.882 0.528 0.741 0.718 0.722 0.737 41.455

CB3 0.630 0.853 0.632 0.658 0.629 0.617 0.617 30.439

CB4 0.714 0.869 0.633 0.659 0.729 0.763 0.749 39.356

E.B

EB1 0.500 0.577 0.855 0.508 0.597 0.519 0.495 24.035

0.843 0.752 0.578
EB2 0.620 0.587 0.879 0.453 0.562 0.515 0.518 39.337

EB3 0.396 0.442 0.664 0.395 0.403 0.339 0.338 9.472

EB4 0.339 0.487 0.614 0.336 0.380 0.354 0.310 7.536

R.I

RI1 0.725 0.720 0.524 0.933 0.721 0.695 0.732 42.428

0.962 0.94 0.894RI2 0.752 0.726 0.545 0.963 0.696 0.693 0.759 148.164

RI3 0.747 0.726 0.516 0.941 0.731 0.727 0.803 79.362

P.B

PB1 0.619 0.681 0.479 0.683 0.859 0.718 0.647 32.064

0.913 0.872 0.725
PB2 0.525 0.600 0.632 0.537 0.762 0.570 0.533 15.510

PB3 0.682 0.714 0.542 0.703 0.916 0.768 0.702 53.161

PB4 0.639 0.690 0.581 0.644 0.864 0.757 0.674 29.119

S.B

SB1 0.618 0.603 0.451 0.527 0.589 0.799 0.624 16.553

0.921 0.885 0.746
SB2 0.622 0.667 0.461 0.604 0.707 0.884 0.667 24.040

SB3 0.668 0.764 0.514 0.720 0.763 0.917 0.765 58.592

SB4 0.670 0.758 0.563 0.710 0.800 0.853 0.717 22.025

Trust

Trust1 0.771 0.723 0.478 0.750 0.670 0.731 0.929 49.557

0.945 0.912 0.851Trust2 0.722 0.721 0.550 0.732 0.703 0.774 0.912 27.458

Trust3 0.761 0.765 0.520 0.759 0.715 0.724 0.927 46.149

Note) B.I = Brand Image, C.B=Customization Benefit, E.B=Economic Benefit, R.I=Recommendation Intention, P.B = Psychological Benefit, S.B=Social 

Benefit

Table 1. Results of Mode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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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

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

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

하여 검증될 수 있다[49]. 복합신뢰도는 측정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

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0.7 이상이다. 평균분산추출

(AVE)은 측정변수를 설명하는 분산에 대한 크기를 나타

내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

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해당 모형은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49-51]. 

측정모형의 각 차원의 AVE가 0.5 이상이 되거나, 측

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614~0.963 사이(0.7 

이상이 가장 바람직함), 측정값의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일 때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1.965, p<0.05),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50,52,53,54]. 

Table 1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500)에 의해

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Table 2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 0.814(고객화 효익과 신뢰도)의 제곱인 

(0.814)²=0.663 보다 고객화 효익의 AVE(0.727)와 신뢰

도의 AVE(0.851)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

모형은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9,51]. 

변수 1 2 3 4 5 6

1
customization 

benefits
0.770

2 economic benefits 0.626 0.688

3
recommendation 

intention
0.784 0.766 0.559

4
psychological 

benefits
0.727 0.790 0.649 0.757

5 social benefits 0.747 0.812 0.578 0.746 0.831

6 trust 0.814 0.798 0.560 0.810 0.754 0.805

Note) The value presented in the diagonal line is the square root of the 

AV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latent variables 

PLS는 내생변수의 설명력 최대화, 즉 분산설명력 최

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인 LISREL이나 

AMOS 등을 사용하는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

합도 지수가 쓰이지 않는다[51]. 이를 대신하여 Table 3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R² 값, 중복성(redundancy)값, 

공통성(communality) 값 등 3가지를 종합하여 예측적

합도와 전반적 적합도를 판단하게 된다[51,53,54].

첫째, 결정계수인 R² 값은 내생변수의 설명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예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상(0.26 이

상), 중(0.13~0.26), 하(0.02~0.13)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생변수의 R² 값의 평균이 

.691(>0.26)이므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상인 것으로 파

악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 값을 예

측적합도 지수로 사용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합

도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평균이 .353로 나타

나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조모형

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값

과 각 차원들의 공통성(communality) 평균값을 곱한 값

의 제곱근의 값으로 산출되며, 상(0.36이상), 중

(0.25~0.36), 하(0.10~0.25)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715로 나타나 GoF의 평가기준이 상(>0.36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통해 연구가설을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55].

Factor R2 Redundancy Communality

psychological benefits 0.873

social benefits 0.886

economic benefits 0.753

customization benefits 0.875

trust 0.715 0.401 0.913

brand image 0.656 0.260 0.260

recommendation intention 0.702 0.397 0.941

Average 0.691 0.353 0.739

Goodness of Fit 0.715

Table 3. Fitness of Research Model

PLS algorithm을 이용하여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실행하여 나

온 경로계수 t-값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Table 4

와 같이 요약된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증이기 때

문에, 유의수준 α=.05에서 ｜t｜〉1.645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52].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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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관계효익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이다. 가설 1에서 

관계효익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4

에서 사회적 효익, 경제적 효익, 고객화 효익은 각각 브랜

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효익과 신뢰와의 관계에서 가설 5의 심리적 효익

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7의 경제적 효익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 6의 사회적 효익은 신

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설 8의 고객화 효익도 신

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추천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가설 9의 신뢰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0의 브랜

드 인지도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Hypothesis Verification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시사점

뷰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분야로 진출하려는 교

육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메이크업 분야는 일반인들의 색

조화장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방송, 연예, 예술 분야

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전문

성을 요구하고 있다. 뷰티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뷰티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이 지각하는 관계혜택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관계효익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

다. 가설 1에서 심리적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효익은 장

기적인 고객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의 확신으로

[12], 뷰티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서비스 제공자인 뷰티아

카데미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관련된다. 따라서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뷰티 아카

데미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내용은 높은 비용에도 불

구하고 해당 뷰티아카데미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질

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설 2에서 사회적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익은 고객이 서

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감과 우정과 관

련된 감정으로[1,10],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감정

이며[11],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할 역할을 한다. 

따라서 뷰티아카데미가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친밀함, 배

려, 지원 등의 사회적 효익은 뷰티아카데미의 브랜드 이

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뷰

티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생들을 위한 정서적 

coefficient
Std 

Error
t-value Results

H1
psychological benefits 

→ brand image
0.139 0.0905 1.5365

not 
significant

H2
social benefits 
→ brand image

0.2719 0.0986 2.7571 significant

H3
economic benefits 
→ brand image

0.1457 0.0703 2.0715 significant

H4
customization benefits 

→ brand image
0.3389 0.0923 3.6731 significant

H5
psychological benefits  

→ trust
0.1422 0.0903 1.5742

not 
significant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

H6 social benefits → trust 0.3829 0.1128 3.3931 significant

H7
economic benefits → 

trust
-0.0232 0.0605 0.3829

not 
significant

H8
customization benefits 

→ trust
0.3913 0.1305 2.9981 significant

H9
trust → 

recommendation 
intention

0.5082 0.1068 4.7588 significant

H10

brand image → 

recommendation 
intention

0.3702 0.0993 3.7277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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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부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설 3에서 경제적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익은 고객들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이점으로 [14], 특정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제공되는 특별대우, 마일리지 혜택

이나 할인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를 통해 관계를 지

속하게 해준다[16]. 따라서, 뷰티아카데미가 제공하는 경

제적 효익을 통해 교육생들은 뷰티아카테미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가설 4에서 고객화 효익은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화 효익은 고객의 욕

구를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고객과

는 다른 특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4,17]. 따

라서 뷰티아카데미는 타 교육기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부

가서비스를 구비하여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관계효익과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설 5

와 7에서 심리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은 각각 신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효익

은 교육생들과 뷰티아카데미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교

육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관련되는데 이는 교육 프

로그램의 질은 교육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

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효익은 고객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이점이며[14], 특별대우

나 혜택을 나타내는데 뷰티아카데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의 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

더라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5와 7의 결과로 볼 때,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생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뷰티아카데미는 자체 교

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

안과 강사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설 6과 8에서 사회적 효익과 고객화 효익은 각각 신

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에서 

사회적 효익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형성

되는 친밀감과 우정 등의 감정이며[1,10], 우호적인 상호

작용과 관련된다[11]. 따라서 뷰티아카데미가 교육생에

게 제공하는 친밀함, 배려, 지원 등의 사회적 효익은 뷰티

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생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가설 8의 고객화 효익은 고객의 욕구를 미

리 파악하여 다른 고객에 비해 특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17] 뷰티아카데미가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대

우나 서비스는 교육생들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설 6과 8의 결과로 볼 때 뷰티아카데

미와 교육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 서비

스, 교육생 우대제도, 상담제도 등을 개발한다면 교육생

들과의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관계효익과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Ha & 

Jeong[57]은 관계효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신뢰

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행사 이용 고객을 대상으

로 한 Choi, Kim, & Goo[58]의 연구에서 관계효익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Lee & Yang[59]은 피부미용 서비스 산업에서의 기업-

고객 간 관계혜택과 신뢰의 관계를 연구하여 심리적 혜

택, 고객화 혜택, 경제적 혜택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만 사회적 혜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효익과 신뢰와의 관계

에 관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

은 연구대상이 상이하고, 기업과 고객 간에 서로 제공하

고, 기대하는 효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와 추천의도와의 관계이다. 가설 9에서 신뢰도

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호의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33]. 따

라서 뷰티아카데미와 교육생들 간에 장기적으로 형성된 

우호적인 신뢰관계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육생들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위

해 진로상담, 창업교육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

적이고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블로

그,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추천의도와의 관계이다. 

가설 10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우호적일수록 해당 브랜드의 제품과 그 

속성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므로[26], 뷰티아카데미와 

교육생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는 교육생들의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뷰티아

카데미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관리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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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효익의 하위요인을 Gwinner, Gremler & 

Bitner[4]의 연구를 기준으로 심리적 효익, 사회적 효익, 

고객화 효익, 경제적 효익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와의 하

위변수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관계효익의 하위요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샘플 수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메이크업 전문 뷰티아카데미 5곳의 교육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샘플 수와 지역

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전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샘플 수를 늘려 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1인 미용실 이용 고객이 지각하는 관계혜

택은 고객만족의 매개를 통해 추천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연구한 Jeon[60]의 연구와 같이 향후 연

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설계를 통해 관계혜택과 추

천의도 사이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 함

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뷰티아카데미별로 운영되는 세부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뷰티아카데미에 운영에 필

요한 보다 더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메이크업 전문 뷰티아

카데미의 운영현황을 국내 브랜드와 해외 라이센스 브랜

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비교한다면 뷰

티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인 의미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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