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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women aged 20 to 50, in order to find how the service quality of eyelash beauty

treatment and perceived value influence their behavior intention. For data analysis, SPSS23.0 and JAMOVI 1.6.16 program were used.

For reliability verification, Cronbach’s α value was analyzed,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ir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perceived value, assurance and empathy as the factors

of service quality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perceived value. Secon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on behavior intention, assuranc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behavior intention; responsivenes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behavior intention. Therefore, The more assurance in perceived value and service quality, and the

lower responsiveness in service quality, the more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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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용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단순한 멋내

기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고 지

쳐있는 심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호전시키는 건강과 아름다움

에 대한 자기 관리로써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Lee, 2021a).

매스컴과 SNS의 영향으로 여성의 외모는 그 사람의 내·외면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

회가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Lee,

2021b). 또한 콘텐츠의 확산으로 SNS와 동영상을 통하여 소통

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개성있는 외모관리와 표현이 더

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속눈썹미용은 코로나19(COVID

-19) 확산 이후 마스크의 대중화로 인해 아이메이크업의 중요

도가 높아짐에 따라 속눈썹미용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

친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

면서 재빠르게 트렌드 경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로 인해 눈만 보이게 되면

서 여성들은 아이메이크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장품과 시

술방법에서 소비가 변화되고 있다. 

Zhang & Choi(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들

의 화장 경향이 풀메이크업에서 아이메이크업 위주로 변화되

고 있다고 하였으며, 뷰티 인플루언서들 역시 코로나19 이전

립메이크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메이크업으로 관심이 옮겨

졌다(Kim & Lee, 2020).

과거에는 풀메이크업 및 립메이크업 위주의 메이크업을 주

로 하였다면 현재는 마스크의 대중화로 아이메이크업을 선호

하며 시간적인 효율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속눈썹미용이 선호

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속눈썹 재료가 다양해지고 시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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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닉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KC인증 글루를 사용

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인증되어 속눈썹미용의 시장규모

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속눈썹미용은 매일 화장하지 않아도 교정된 속눈썹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할 경우에도 속눈썹

형태에 관한 관리가 편리하며, 세안을 하여도 지속력이 좋아

시간적인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많은 여성이 속눈썹미용을 선

호하고 있다. 또한 속눈썹미용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메이크업

의 연출이 가능하고, 기존의 아이메이크업과는 다른 측면의 고

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위축된 뷰티 산업에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won & Heo(2019)은 속눈

썹미용실태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Lee & Han

(2017)는 성인여성의 속눈썹 연장 및 일회용 속눈썹 이용실태,

선호도 및 만족도 연구, Lee(2020)b은 펩타이드 함유 화장품의

속눈썹 상태변화 연구 등을 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 이전의

외모만족도나 실태에 관한 연구와 속눈썹연장에 사용되는 화

장품 성품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속눈썹미용의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들의 서비스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속눈

썹미용 관련 연구는 속눈썹 만족도, 선호도와 관련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필요

한 시점이며, 미용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단지 가격할인과 같

은 단면적인 전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밖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파악하

여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Yang,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속눈썹미용 산업에 발전

과 경쟁력 향상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서비스품질

Kotler(1991)는 서비스란 본질적으로 무형적인 성향을 지니

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제공하지만 어느 쪽의 소유로도

귀결되지 않는 행위의 성과라고 하였다.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는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서비스 이용의 결과뿐

만이 아니라 서비스제공 과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고객과 서비스제공 직원간의 상호작용이 품질평가에 있

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은 시술자

가 수행하는 업무로써 고객에게 어울리는 속눈썹미용 스타일

을 추천하고 제안해야 하며, 고객이 선택한 속눈썹 스타일과

고객의 눈매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상의 환경에서 서비스 받도

록 유형재(아이패치, 주차공간 등)와 무형재(예약시스템, 할인

쿠폰 등)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심미적 욕구

를 충족시키게 해 주는 것이다. 

Park(2017)은 자신감, 몰입,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네일 미용 서비스 품질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의 자신감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은 친절성, 유

형성, 신뢰성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2020)은 미용소비자에 미용실 서비스품질과 마케팅믹스

7ps요인이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미용서비스품질의 유형성, 공감성, 전문성, 신뢰성,

응답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im(2014)은 미용서비스품질의 공감성, 응답성, 유행성, 확신

성, 신뢰성의 하위차원을 상호작용품질, 물리적품질, 기술적품

질로 분류하였고, 3가지의 평가차원은 관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용서비스기업 이

용자의 신뢰성과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서비스품

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도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에 따라

혹은 눈매와의 조화에 따라 서비스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속눈

썹미용 서비스품질은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서비스품질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품질 요

인을 확신성,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공감성으로 설정하였다. 

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비금전적

비용과 금전적비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구매행동 및 만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Mcdougall & Levesque,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가치를 고객이 속

눈썹미용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편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시술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

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고객은 속눈썹미용 서비스

품질과 시술비용의 조합으로 가치를 인식하고 품질을 평가하

기 때문에 시술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들이 지각하는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에 대한 가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Lee(2020c)는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기대수준이 이용경험과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기능적

가치, 감정적가치로 구성하였고, 신뢰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감정적, 기능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전문성에 대한 기대

가 높을수록 기능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항공

사 기내식의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행동의도간의

구조관계 연구에서는 항공사 기내식 서비스품질의 서비스와

음식 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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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oi, 2014). Ko et al.(2008)는 레스토랑 와인 서비스품

질이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비스

가치를 경제적가치, 심미적가치, 사회적가치로 구분하여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세 요인 모두 고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각된 가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각된 가치를 측정

하는 요인들은 연구자별로 상이하며 지각된 가치에 대한 견해

들 또한 다양하다. 속눈썹미용 산업에서 지각된 가치는 고객의

재방문, 긍정적 구전의도와 같은 행동의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단일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도, 가격 민

감성,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구전 등의 고객만족에 대한 결

과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Zeithaml, Berry & Parasurman,

1996). Lee(2020d)는 미용서비스 산업의 미적노동이 감정반응

및 서비스가치, 신뢰,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에서

는 행동의도를 소비자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특정한 미래행동인 구전 의도, 재구매 의도, 재방문 의도 등을

하고자 하는 신념과 태도의 주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제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의도를 속눈썹미용을 받고난 후 고객의 재방문

의도, 장기적인 관계성, 긍정적인 추천에 미치는 결과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Lee(2011)는 행동의도를 사회적 행동의도와 경제적 행동의

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행동의도는 구전이나

불평 행동과 같이 잠재 고객 혹은 기존 고객들의 반응에 영향

을 미치는 소비자 행동이다. 경제적 행동의도는 전환 행동, 더

많은 지불의향, 재구매 의도 등과 같이 기업의 재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하였다. Park & Lee(2019)

은 행동의도를 추천의도, 방문의도, 충동구매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반응을 유도한다면 고객의

추천의도, 방문의도, 충동구매 등의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한다.

셋째,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넷째,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남에 거주하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편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설문지는 온라

인으로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7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방법에 맞게 구성하였

다. Choi(2008), Park(2017), Lee(2019)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은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으

로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지각된 가치는 총 8문항, 행동의

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구자가 구성하여 5문항

을 추가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JAMOVI 1.6.16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 지각

된 가치, 행동의도의 하위차원은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방식은 Maximum likelihood, 로테이션은 oblimin, 요인수는 평

행분석(paralled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여 검정하였다.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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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의 경우 20세가 25.0%,

30대가 24.3%, 40대와 50대가 각각 25.4%로 나타났다(Table

1). 직업은 주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이 16.0%, 학

생이 14.2%, 사업 및 자영업이 13.8%, 서비스직이 12.0%, 사무

직이 11.6%, 공무원이 6.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28.8%, 대학

교 재학중이 10.2%, 대학원 졸업이 7.3%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

수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3.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

만 15.9%, 50만원 미만이 13.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1.2%, 400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이 58.3%, 미혼이 41.7%로 기혼상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1) 서비스품질 요인분석

서비스품질에 대해 하위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

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Maximum likelihood 추출방식과 oblimin 로테이션

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수는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적용

하였다. 분석결과 22개 문항 중 적재치가 0.4 이하인 문항을 제

외 총 15개의 문항으로 최종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의 모형적합도는 TLI값은 0.977로 적절하였다. KMO 측도의

값은 0.941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값도


2=3699.57(df=105, p<.001)로 적절하였다. 서비스품질의 전체

분산 설명량은 76.451%로 설명력이 적절하며, 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은 각각 4개 문항이,

세 번째 요인에는 3개 문항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인에는 2

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성된 문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요인부터 순서대로 확신성,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공감

성으로 명명하였다. 

2) 지각된 가치 요인분석

지각된 가치에 대해 하위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

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Maximum likelihood 추출방식과 oblimin 로테이션

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수는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적용

하였다. 분석결과 8개 문항 중 적재치가 0.4 이하인 문항이 없

어 8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TLI

값은 0.946으로 적절하였다. KMO 측도의 값은 0.949로 양호하

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값도 2=2627.103(df=28,

p<.001)로 적절하였다. 지각된 가치의 전체 분산 설명량은

79.257%로 설명력이 적절하며, 총 1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 행동의도 요인분석

행동의도에 대해 하위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Type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Age

20s
30s

40s
50s

69
67

70
70

25.0
24.3

25.4
25.4

Final education

Graduated from high school
Graduated from university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Undergraduate

79
147
20

28

28.8
53.6
7.3

10.2

Occupation

Public official

Office work
Business and self-employed

Service work

Professional work
Housewife

Student

17

32
38
33

44
72
39

6.2

11.6
13.8
12.0

16.0
26.2
14.2

Average monthly income

1,000,000 ≤, > 2,000,000 

2,000,000 ≤, > 3,000,000 
3,000,000 ≤, > 4,000,000 

4,000,000 ≤
> 500,000

500,000 ≤, > 1,000,000

69
65

44
30
37

31

25.0
23.6

15.9
10.9
13.4

11.2

Marriage
Married

Unmarried
161
115

58.3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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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와 같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Maximum likelihood 추출방식과 oblimin 로테이션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수는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적용하였

다. 분석결과 4개 문항 중 적재치가 0.4 이하인 문항이 없어 4

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TLI값

은 0.938로 적절하였다. KMO 측도의 값은 0.855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값도 2=1488.369(df=6, p<.001)로

적절하였다. 행동의도의 전체 분산 설명량은 88.764%로 설명

력이 적절하며, 총 1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 신뢰도 분석

서비스품질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판단하였다. 확신성은 총 4개 문항으로

Cronbach’s α값은 0.935로 나타났다. 유형성의 Cronbach’s α값

은 0.913, 응답성의 Cronbach’s α값은 0.924, 신뢰성의 Cronbach’s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rvice quality

Factor Question Load

Assurance

 I feel that an expert’s operation is safe and reliable. .912

An expert has plenty of skills and knowledge. .885

An expert is skillful at eyelash beauty treatment. .854

Polite and courteous behavior is offered to customers. .630

Eigenvalue: 3.451, Variance percentage(%): 23.009,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23.009

Tangibility

 An expert’s appearance and dressing is decent. .902

The indoor state of a beauty shop is clean, fresh, and well-organized. .745

The internal space layout is so good that it is easy to use and its atmosphere is attractive. .700

The beauty shop I use is equipped with the latest devices and tools. .575

Eigenvalue: 2.957, Variance percentage(%): 19.716,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42.725

Responsiveness

Immediate reponses are given to customer’s requests. .944

The glad attitude to help out customers is offered. .801

Immediate service is offered to customers. .761

Eigenvalue: 2.791, Variance percentage(%): 18.604,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61.329

Reliability
A cost is required accurately through customer management program. .798

Expected results are presented with the uses of various samples and photos, so I trust them. .506

 Eigenvalue: 1.501, Variance percentage(%): 10.004,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71.333

Empathy
A customer’s anniversary is in their interest (birth day, anniversary). .514

I have empathy with an expert. .460

 Eigenvalue: 0.768, Variance percentage(%): 5.118,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76.451

TLI=0.977, KMO=0.941, Bartlett’s χ²=3699.57(df=171, p<.001)

Table 3. Factor analysis of perceived value

Factor Question Load

Perceived value

 My satisfaction with a style is more than the cost I paid. .924

Using an eyelash beauty treatment shop helps to alleviate my stress. .909

 Using an eyelash beauty treatment shop pleases me. .904

The service offered is more than the cost I paid. .901

I feel the value higher than the cost I paid. .884

Using an eyelash beauty treatment shop makes me feel comfort. .877

 Using an eyelash beauty treatment shop makes me feel that I am beautiful .876

This beauty shop provides a reasonable price for eyelash beauty treatment. .846

Eigenvalue: 6.341, Variance percentage (%): 79.257,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79.257

TLI=0.946, KMO=0.949, Bartlett’s χ²=2627.103(df=2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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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값은 0.806, 공감성의 Cronbach’s α값은 0.724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

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판단하였으며, 총 8개 문항으

로 Cronbach’s α값은 0.967로 나타났다. 행동의도의 내적 일관

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판

단하였으며, 총 4개 문항으로 Cronbach’s α값은 0.969로 나타

났다.

3.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

서비스품질,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확

신성, 공감성,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 변인간에 상관관계는 모

두 정(+)적으로 분석되었다. 즉, 높은 수준의 서비스품질의 하

위요인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은 높은 수준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결과를 통해 R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였으며, 회귀

모형은 모형1(F=1.362, p>0.05), 모형2(F=38.819, p<0.001)으로

모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모형1에서 8.8%(R2=0.088)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78.2% (R2=0.782)로 나타났으며, 모형1과 모형2의 설명량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R2=0.694, p<0.001)되었기

때문에 모형2를 최종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6).

최종연구모형인 모형2에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확

신성(β=0.694, p<0.001)과 공감성(β=0.118, p<0.01)이 지각된

가치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확신성과 공감성이 높은 수준일수록 지각된 가치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et al.(2012)의 피부관리실의 서비스품질이 소비자의 지

각된 가치 및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비스품

질 요인을 인적요인, 물리적환경요인, 정책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물리적환경요인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환경요인을

유형성이라고 보아 본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Lee

(2021c)의 미용학원의 교육서비스 품질과 강사의 진정성, 학습

전이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연구에서는 서비스

Table 4. Factor analysis of behavior intention

Factor Question Load

Behavior 
intention

To my acquaintances, I will positively talk about this beauty shop. .961

I tend to recommend this beauty shop to my acquaintances. .949

I intend to continue to revisit. .937

I will use this beauty shop long. .921

Eigenvalue: 3.551, Variance percentage(%): 88.764,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88.764

TLI=0.938, KMO=0855, Bartlett’s χ²=1488.369(df=6, p<.001)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Behavior 
intention

Perceived 
value

Service 
quality

Tangibility Responsiveness Reliability Assurance Empathy

Behavior intention -

Perceived value .898*** -

Service quality .792*** .81*** -

Tangibility .669*** .672*** .901*** -

Responsiveness .632*** .675*** .88*** .755*** -

Reliability .587*** .594*** .815*** .684*** .655*** -

Assurance .854*** .87*** .845*** .685*** .706*** .58*** -

Empathy .597*** .609*** .805*** .631*** .621*** .648*** .5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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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유형성, 반응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구분하였

다. 공감성과 확신성, 신뢰성, 반응성, 유형성 순으로 지각된 가

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공감성과 확신

성이 지각된 가치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Jung et al.(2020)의 호텔종사원에 대한 교육서비스 품질이 지

각된 가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 중 신뢰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가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 시

술의 안정성, 고객에게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 전문가의 시

술 능숙도와 같은 서비스요인들이 충족되었을 때 고객의 지각

된 가치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객과의 상호감정

이 통해야 고객들의 지각된 가치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눈썹미용의 시술형태는 1:1 시술로써 고객과의 상호 교감

이 형성되는 미용 서비스이며 타 미용 서비스에 비해 더 세밀

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속눈썹미용 서비스 전문가는 높

은 수준의 기술 수준으로 고객에게 확신성을 제공하고, 고객과

의 높은 상호교감을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속

눈썹미용 산업에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속눈썹 미용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R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였으며, 회귀모

형은 모형1(F=1.136, p>0.05), 모형2(F=51.371, p<0.001)으로 모

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모형1에서 7.5%(R2=0.075)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83.3% (R2=0.833)으로 나타났으며, 모형1과 모형2의 설명량 변

Table 6.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perceived value

Type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Constant) 4.792 19.563*** -.23 -1.053

Age
30s
40s 
50s

-.048
.043
.021

-.069
.062
.03

-.32
.25
.108

.039

.068

.077

.057

.098

.111

.512
.78
.765

Occupation

Office work
Business and self-employed

Service work
Professional work

Housewife

Student

-.313
-.365

-.098
-.231
-.196

-.128

-.449
-.524

-.141
-.332
-.281

-.183

-1.483
-1.712

-.458
-1.152
-.891

-.435

.102
-.017

-.019
.118
.091

.301

.147
-.024

-.027
.169
.131

.433

.968
-.155

-.178
1.175
.831

2.054*

Education

Graduated from university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Undergraduate

-.154

-.696
-.268

-.221

-.999
-.385

-1.398

-3.662***
-1.147

-.077

-.229
-.192

-.11

-.328
-.275

-1.361

-2.366*
-1.644

Income

2,000,000 ≤, > 3,000,000 
3,000,000 ≤, > 4,000,000 

4,000,000 ≤
> 500,000

500,000 ≤, > 1,000,000

.032

.277

.121

.077
-.032

.046

.397

.174

.111
-.046

.249
1.868
.696

.476
-.194

.12
.148
.105

-.004
.097

.173

.212

.151

-.006
.14

1.87
2.015*
1.214

-.055
1.197

Marriage Unmarried -.11 -.158 -.851 -.026 -.037 -.388

Service 
quality

Tangibility .037 .039 .764

Responsiveness .048 .05 .978

Reliability .051 .063 1.301

Assurance .801 .694 14.857***

Empathy .077 .118 2.607**

F 1.362 38.819***

R2 .088 .782

R2adj .023 .762

△R2 0.69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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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R2=0.758, p<0.001)되었기

때문에 모형2를 최종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7).

최종연구모형인 모형2에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지

각된 가치(β=0.615, p<0.001)와 서비스품질 중 확신성(β=0.308,

p<0.001)이 행동의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β=-0.1, p<0.05)

은 행동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가치와 서비스품질 중 확신성이 높은 수준이

고,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이 낮은 수준일수록 행동의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비스품질 중에서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은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wang & Lee(2012)의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서비스품질

중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이 서비스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재래시장의 서비스품질 중 공감성만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가치는 행동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

와 다르게 나타났다.

Kim et al.(2020)의 식품 관련 앱(APP) 서비스품질 속성이 서

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 속성 중 정보성, 이동성, 신뢰성은 지

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유용성과 공감성은 지각

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앱 서비스품질 속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나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미치

Table 7.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on behavior intention

Type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Constant) 4.924 18.669*** -.177 -.862

Age
30s
40s 
50s

-.123
-.063
-.152

-.166
-.085
-.204

-.761
-.338
-.728

-.077
-.11
-.177

-.104
-.148
-.238

-1.069
-1.337
-1.863

Occupation

Office work
Business and self-employed

Service work
Professional work

Housewife

Student

-.251
-.289

-.059
-.199
-.063

-.091

-.337
-.388

-.08
-.267
-.085

-.123

-1.104
-1.257

-.258
-.921
-.266

-.289

.106

.082

.051

.074

.161

.147

.143

.111

.069
.1

.216

.198

1.071
.822

.514

.786
1.562

1.061

Education

Graduated from university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Undergraduate

-.076

-.581
-.255

-.103

-.78
-.343

-.646

-2.837**
-1.014

.077

.098
-.042

.103

.131
-.056

1.451

1.066
-.378

Income

2,000,000 ≤, > 3,000,000 
3,000,000 ≤, > 4,000,000 

4,000,000 ≤
> 500,000

500,000 ≤, > 1,000,000

-.055
.179

.113

.013
-.192

-.073
.241

.152

.017
-.258

-.393
1.126

.605

.074
-1.087

-.05
-.047

.034
-.042
-.11

-.067
-.063

.046
-.057
-.148

-.822
-.678

.422
-.549
-1.436

Marriage Unmarried -.17 -.228 -1.225 -.09 -.121 -1.455

Percieved 
value

.657 .615 11.055***

Service 

quality

Tangibility .089 .089 1.964

Responsiveness -.103 -.1 -2.234*

Reliability .007 .008 .19

Assurance .38 .308 5.478***

Empathy .022 .031 .766

F 1.136 51.371***

R2 .075 .833

R2adj .009 .816

△R2 .75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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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속눈썹미용 서비스는 속눈썹이라는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미용으로 고객들은 다른 서비스품질보다 시술의 안정성과 전

문가의 충분한 기술 수준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확

신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응답성이 낮을수록 행동의

도가 높아지는 것은 방문한 고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

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대면을 꺼려하며, 마스크 착용 시에도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고 시술에만 집중하여 주기를 지향하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속눈썹미용 서비스품

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자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을 확신성,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

공감성으로 설정하고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와의 영향 관계

를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의 경우 20대가

25.0%, 30대가 24.3%, 40대와 50대가 각각 25.4%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이 16.0%, 학생

이 14.2%, 사업 및 자영업이 13.8%, 서비스직이 12.0%, 사무직

이 11.6%, 공무원이 6.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

업이 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 28.8%, 대학교

재학중이 10.2%, 대학원 졸업이 7.3%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월 평균소득은 100

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3.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

만 15.9%, 50만원 미만이 13.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1.2%, 400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이 58.3%, 미혼이 41.7%로 기혼상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서비스품질의 요인 중 확신성과 공감성이 지각된 가치에 정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품

질 중에서 유형성, 응답성, 신뢰성은 지각된 가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지각된 가치와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요인

에서는 확신성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성

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지각된 가치와 서비스품질 중 확신성이 높은 수준이고,

서비스품질 중 응답성이 낮은 수준일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속눈썹미용은 속눈썹재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속눈썹

미용 산업이 확장되어 왔으며 2016년 메이크업 국가자격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속눈썹미용의 제도화된 기술로 인해 기

술과 결합된 서비스의 형태는 날로 더 발전되고 있다. 또한 코

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아이메이크업의 관심은

더욱 증가되어 속눈썹미용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속눈썹미용

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속눈

썹미용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 행동의도와

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 것은 속눈썹미용 산업의 발전에 기초적

인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가치가 있다. 

또한 지각된 가치와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 중 확신성이 정

적일수록, 응답성이 부적일수록 고객의 행동의도가 높아진다

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고객의 변화된 인식을 빠르게 파악하여

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향후 발전에서는 전문가의 역

량 강화를 위해 고도화된 기술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기

술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확신성있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

영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서비스를

보편화하여 사전예약 시 간단한 설문조사로 고객의 니즈에 최

대한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을 개발하여 실행한다면 속눈

썹미용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경남지역으로만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속눈썹미용 서비스품질의 요인은 다차원적 요

인으로 정의하였으나 지각된 가치가 단일요인으로 측정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적 요인으로 정의하여

연구한다면 고객의 보다 객관적인 가치차원과 이에 미치는 서

비스품질과 행동의도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 중 응답성이 부적일수록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연

구에서는 응답성과 관련된 설문 문항 구성 시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를 구분 지어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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