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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by studying the effects of middle-aged people's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on hair management behavior and

hairdressing salon selection attributes, this study seeks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middle-aged people's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and provides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hair and beauty industry. It is intended to

provide.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ethod was used for the variable input method) were performed on 655 copies of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collected using SPSS 22.0.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partially affects hair management behavior

and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and hair management behavior and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could be predicted through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analysis. In conclusion, this study It is a study necessary to find a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according to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of hair service consumers,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to 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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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중간 세대로, 2019년 우리나라 인구의 40%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해마다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이처럼 중장년층은 대규모 인구 집단

이며(Yoo, 2016) 100세 시대 인생의 중심에 위치하는 시기로

변해가고 있다(Lee, 2020). 또한,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와는 달

리 경제적인 여건을 확보한 세대이기도 하며 경제적 능력을 배

경으로(Lee, 2018)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대로 변화하고 있고(Back, 2015)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능

력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Cho, 2009). 그 중에서도 미용실

은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가장 큰 변화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

다는 점에서(Lee, 2018)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

다. 이에 중장년층은 헤어미용 산업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

각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의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를 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 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함으로써, 중장년층의 헤어 서비스 소비성향에 따른 차

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여 헤어미용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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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층

중장년층은 생애발달 주기인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있는

주기로(Kim, 2019), 단순히 늙어가는 단계로서가 아니라 근본

적인 변화를 통해 특별한 삶의 국면에 들어서는 단계로 볼 수

있다(Kim, 2018). 중장년층의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하

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기준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Jeong, 2019).

Lee(2020)은 중장년층을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40

세부터 노인연령 기준 전의 64세 까지의 성인으로 규정하였고

Lee(2019)는 삶의 경력단계, 성숙도, 생물학적 연령과 같은 다

수의 삶의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령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Jeong(2019)는 중장년과 정년이라

는 용어를 포함하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정의에 의

거하여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2020), Lee(2019), Jeong(2019)의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조작적으로 규정하고

자 한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은 미용실이나 헤어스타일 선택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성향이며

(Kim, 2021),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의 가격과 자기의

소득을 여건으로 하여 효능을 최대화 하도록 소비계획을 결정

하는 것이다(Sin, 2004). 

또한, 미용실에 방문하여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 등 재화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상태를 소비성향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u & Kim, 2021).

본 연구에서는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은 소비자가 미용실에서

헤어서비스를 받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3. 헤어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은 물리적, 화학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머리모양과 두피관리 등을 관리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모발

을 위해 관리하고 손질하여 자신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

는 것을 의미한다(Yoo, 2010). 즉, 두피 및 모발관리 등 건강관

리 측면과 헤어스타일링, 펌, 염색 등의 헤어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미적인 측면에서의 헤어를 관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Choi, 2015),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행위들 중 헤어스타일 연출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행위이다(Kim, 2012). 

본 연구에서는 헤어관리행동은 자신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커트, 퍼머넌트 웨이브, 염색, 스타일링의 물

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관리하는 행동성

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4. 미용실 선택속성

미용실 선택속성은 헤어살롱의 선택과정에서 고객에게 영향

을 주는 모든 요인으로(Lee, 2013), 미용실 등의 점포 및 서비

스를 선택할 때 고객들이 고려하는 다방면의 요인들이며 고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속성이 상이 할 수 있다(Kim & Jin,

2022). 

미용실의 위치, 시설, 서비스, 가격, 유명도 등을 고려하여 선

택하게 되고, 이때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미용실의 선택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Ann & Chang

2020). 

본 연구에서는 미용실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미용실을 선택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의 총체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자 한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에 대해 알아본다.

3.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예비 조사는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20부를 배포하여 실시하

였으며 이 중 적절하지 못한 문항을 수정 후 본 조사를 진행하

였다.

본 조사는 2020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50일간 실시되었으며 720부를 배포하여 69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적절하지 못한 37부를 제외한 65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533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헤어

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의 67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리커트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쿼드 척도가

사용되었다. 

중장년층의 일반적 특성은 Ji(2016), Jang(2017)의 문항을 참

고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자녀의 수’, ‘직업’,

‘월 평균 수입’, ‘경제상태’, ‘건강상태’ 명목척도 9문항으로 재

구성하였고, 헤어 서비스 소비성향은 Yun(2017)의 문항을 참

고하여 5점 리쿼드 척도 19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헤어관리

행동은 Lee(2011), Song(2015), Lee(2020)의 문항을 참고하여 5

점 리쿼드 척도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미용실 선택속성은

Eun(2014), Ann & Chang(2020)의 문항을 참고하여 5점 리쿼드

척도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4. 자료 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

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베

리맥스)을 실시하였다. 

셋째,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변수 투입 방법

은 단계적 방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9.2%로 남자 30.8%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40세 이상 44세 이하가 24.3%로 가장 높았으며, 55세

이상 59세 이하는 21.1%, 60세 이상 64세 이하는 19.0%, 50세

이상 54세 이하는 18.0%, 45세 이상 49세 이하는 17.6%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은 31.0%, 전문 대학교 졸업은 16.8%, 대학원 졸업

이상은 6.6%, 중학교 졸업 이하는 5.8%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은 15.3%, 이혼은 6.3%, 사별은 5.6%, 별거는 1.0% 순서로 나

타났고, ‘자녀의 수’는 2명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은

20.3%, 없다가 19.4%, 3명이 11.3%, 4명 이상이 2.4%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 서

비스직은 16.2%, 자영업은 15.0%, 사무직은 14.4%, 전업주부

는 13.0%, 관리직은 9.9%, 생산직은 5.0%, 단순노동은 4.4%,

무직은 2.3% 순서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1.6%로 가

장 높았으며,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1.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6.9%,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1.5%, 100만 원 미만이 9.6%, 500만 원 이상이 8.9%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50.2%로 가장 높았으며,

여유가 있는 편이다가 30.7%, 조금 힘든 편이다가 11.8%, 매우

여유가 있다가 4.1%, 매우 힘들다가 3.2% 순서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6.3%, 건강하지 않다가 8.4%, 매우 건강하다가 6.3%, 매우 건

강하지 않다가 0.6% 순서로 나타났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

의 타당성 및 신뢰도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헤어관리행동, 미용실 선택속성을 측

정하기 위해 구성된 각각 19개, 21개, 18개 문항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기 전에 측정한 자료가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 구형성을 알아

본 결과 2는 각각 7501.515(df=171, Sig=.000), 7384.453(df=

210, Sig=.000), 7782.106(df=153, Sig=.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를만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KMO

의 표본적합도를 알아 본 결과 각각 0.900, 0.908, 0.898로 나타

났고, 공동성을 알아본 결과 각각 0.509, 0.487, 0.434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의 차원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은 네 가지 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68.3%로 나타났

으며 ‘요인1’(20.4%)을 ‘과시성’, ‘요인2’(18.5%)을 ‘쾌락성’,

‘요인3’(15.6%)을 ‘신중성’, ‘요인4’(13.6%)을 ‘합리성’으로 각

각 명명하였다. 

2) 헤어관리행동의 차원

헤어관리행동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헤어관리행동은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64.5%로 나타났으며 ‘요인1’

(19.5%)을 ‘퍼머넌트 웨이브 관리행동’, ‘요인2’(16.8%)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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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관리행동’, ‘요인3’(15.7%)을 ‘스타일링 관리행동’, ‘요인

4’(12.5%)을 ‘커트관리행동’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3) 미용실 선택속성의 차원

미용실 선택속성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미용실 선택속성은 네 가지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70.8%로 나타났으며 ‘요인

1’(21.6%)을 ‘응답성’, ‘요인2’(21.0%)을 ‘전문성’, ‘요인3’

(16.6%)을 ‘시설’, ‘요인4’(11.4%)을 ‘신뢰성’으로 각각 명명하

였다.

3.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과 미용실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

1)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헤어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퍼머넌트 웨이브관리행동은 소

비성향의 합리성, 쾌락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344), 쾌락성

(β=.334)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 쾌락성의 헤어서비스 소

비성향이 높을수록 퍼머넌트 웨이브 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염색관리행동은 소비성향의 쾌

락성, 과시성, 합리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36.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쾌락성(β=.319), 과시성(β=.257),

합리성(β=.135)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Table 1. Dimension of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Common-

sincerityOstentation Pleasure Wariness Rationality

I prefer to use the hair salon in the downtown area rather than the local 

hair salon.
.810 .148 .203 .109 .730

Even if the price is high, I tend to use the brand hair shop. .804 .214 .092 .156 .726

When I get a hair service, I tend to be conscious of other people's 
opinions.

.803 .206 .159 -.070 .717

I feel better if the hair service is expensive. .719 .253 .026 .296 .670

I think you can tell about a person's identity and situation by looking at 
his hairstyle.

.676 .306 .054 .150 .576

I think people who take good care of their hair look good financially. .556 .367 .129 .219 .509

When I need a change of mood, I want to get a hair service. .163 .836 .204 .109 .779

When I'm stressed, I want to get hair service. .241 .834 .180 .101 .797

I tend to buy unplanned hair products if I like them. .338 .754 .035 .199 .723

When I see a new hair product, I want to buy it. .346 .750 .020 .226 .733

If I like the hairstyle, I tend to get additional services. .287 .606 -.007 .343 .567

I tend to receive hair services within the limits of my income level. .057 .010 .870 .058 .763

When I get hair service, I tend to consider my financial situation. .132 .106 .845 .052 .746

I tend to think about whether the hair service is worth the price I pay. .157 .090 .752 .205 .641

I tend to think about whether it is a necessary hair service or not. .098 .141 .692 .283 .589

I believe that even when I get older, I have to continuously invest time 
and money to take care of my hair.

.103 .210 .105 .852 .791

I regularly invest time and money for hair care. .158 .301 .139 .800 .775

I tend to get hair service as planned at the hairdresser. .146 .080 .395 .652 .609

I compare several stores and choose a hairdresser. .383 .208 .318 .503 .544

Eigenvalue 3.890 3.519 2.975 2.601

Distriduted description(%) 20.474 18.521 15.657 13.692

Cumulative description(%) 20.474 38.995 54.652 68.344

Reliability (Cronbach's α) .884 .894 .841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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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쾌락성, 과시성, 합리성의 헤

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염색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스타일링관리행동은 소비성향

의 합리성, 쾌락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

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432), 쾌락성(β=.293)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 쾌락성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

을수록 스타일링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커트관리행동은 소비성향의 합

리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19.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437)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의 헤어서비

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커트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Lee(2021)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소비가치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ong & Jin(2021)의 연구에서

는 미용실 가치소비가 구매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Yun(2017) 연구에서는 헤어 서비스 소비

성향이 헤어태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2. Dimension of hair management behavior

Hair management behavior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Common-

sincerity

Permanent 

wave 
management 

behavior

Hair coloring 
management 

behavior

Hairstyling 
management 

behavior

Cut 
management 

behavior

I do permanent waves to give volume. .875 .159 .165 .071 .823

I tend to do permanent waves that suit me rather than fashion. .803 .016 .126 .131 .678

I do permanent waves to make my hair look thicker. .765 .322 .140 .084 .715

I do permanent waves periodically. .753 .208 .199 .209 .694

I do a permanent wave to keep it dry. .725 .253 .320 .099 .702

Regardless of the price, I tend to do permanent waves that fit my 

hair.
.646 .358 .234 .194 .638

I tend to do full and partial bleaching to get a variety of colors. .161 .797 .142 .088 .689

I tend to use gray hair and gray hair cover products (hair mascara, 

hair foundation, etc.) before going out.
.205 .788 .045 .033 .667

I tend to use a wig or a heukchae to make my hair look thicker. .149 .788 .117 .039 .658

I tend to dye my hair with acid hair dyes (manicure, waxing, 
coating, etc.).

.271 .725 .191 .065 .639

I tend to change the dye color periodically. .126 .649 .300 .039 .528

I straighten my hair with a hair dryer every day. .136 .048 .778 .241 .684

I tend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styling my hair before going out. .196 .197 .755 .146 .669

I tend to use hairstyling tools (iron, dryer roll, gourf, setting 
machine, etc.).

.230 .262 .753 -.030 .690

I can create a hairstyle that suits me. .121 .105 .730 .264 .629

I tend to use hair styling products (essence, hair wax, spray, etc.). .315 .201 .683 -.004 .606

I cut my hair to look neat. .070 .011 -.005 .788 .626

I tend to cut my hair even if it's a little long. .159 .311 .058 .715 .637

I do my cuts regularly. .040 .062 .242 .704 .559

I tend to get cuts that fit my face shape rather than fashion. .139 -.133 .111 .662 .487

Regardless of the price, I tend to get my haircut from a hairstylist 
with good cutting skills.

.389 .196 .265 .524 .534

Eigenvalue 4.111 3.505 3.310 2.626

Distriduted description(%) 19.576 16.689 15.764 12.503

Cumulative description(%) 19.576 36.266 52.030 64.533

Reliability (Cronbach's α) .909 .855 .856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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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중장년층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미용실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응답성은 소비성향의 합리성,

신중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18.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

향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378), 신중성(β=.090) 순으로 유의

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

년층의 합리성, 신중성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미

용실의 응답성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전문성은 소비성향의 합리성,

쾌락성, 과시성, 신중성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31.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354), 쾌락성(β=.331),

신중성(β=.079)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시성(β=-.134)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 쾌락성,

신중성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과시성이 낮을수록

미용실의 전문성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시설은 소비성향의 합리성,

쾌락성, 과시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42.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합리성(β=.333), 쾌락성(β=.290), 과

시성(β=.149)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Table 3. Dimension of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Factors1 Factors2 Factors3 Factors4
Common-
sincerityResponsive

Profession-
alism

Facility Reliability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provides immediate service to customers 
when they need it.

.840 .171 .141 .175 .785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explains things in an easy-to-understand 
way for customers.

.833 .152 .000 .122 .732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actively handles customer complaints and 
problems.

.803 .211 .148 .181 .745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treats customers with sincerity. .795 .236 .031 .152 .712

Even when I'm busy, I tend to choose a salon that responds quickly to 
customer needs.

.765 .230 .136 .224 .706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a wealth of knowledge and experience. .242 .835 .183 .119 .804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good hairdressing skills. .234 .750 .238 .069 .678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provides good information about beauty. .181 .734 .351 .111 .707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does my best to style my hair during the 
procedure.

.293 .731 .200 .177 .692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that recommends a hairstyle that suits the 
customer.

.217 .712 .119 .280 .648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a good experience or profile. .066 .631 .403 .196 .603

I tend to choose a beauty salon with well-equipped interior facilities. .016 .210 .886 .092 .838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good convenience and parking facilities. .129 .209 .845 .097 .784

I tend to choose a salon that has the latest hairdressing equipment and tools. .010 .227 .794 .121 .696

I tend to choose a hairdresser located in an easily accessible location. .198 .235 .582 -.020 .434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the correct business hours. .150 .131 .180 .838 .775

I tend to choose hair salons that keep their promises to customers. .317 .269 .001 .789 .796

I tend to choose a hair salon with quick and accurate service. .418 .238 .099 .608 .611

Eigenvalue 3.900 3.785 3.001 2.060

Distriduted description(%) 21.665 21.026 16.670 11.443

Cumulative description(%) 21.665 42.691 59.360 70.804

Reliability (Cronbach's α) .910 .899 .845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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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s of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on hair management behavior

Dependent variable

(Hair management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Hair services
Consumption Propensity)

The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Permanent wave 

management behavior

(constant) .617 .144
　

4.272*** .000

Rationality .443 .048 .344 9.210*** .000

Pleasure .361 .040 .334 8.919*** .000

Adj R²=.352 F=178.608 p=.000***

Hair coloring 

management behavior

(constant) .176 .136
　

1.294 .196

Pleasure .325 .043 .319 7.513*** .000

ostentation .281 .045 .257 6.248*** .000

Rationality .163 .046 .135 3.538*** .000

Adj R²=.367 F=127.660 p=.000***

Hairstyling 
management behavior

(constant) 1.183 .115
　

10.299*** .000

Rationality .462 .038 .432 12.077*** .000

Pleasure .264 .032 .293 8.199*** .000

Adj R²=.407 F=225.843 p=.000***

Cut 
management behavior

(constant) 2.349 .109
　

21.548*** .000

Rationality .389 .031 .437 12.417*** .000

Adj R²=.190 F=154.174 p=.000***

*p<.05,**p<.01,***p<.00 

Table 5. The effects of hair service consumption propensity on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Dependent variable
(Hair salon selection 

attributes)

Independent variable
(Hair services

Consumption Propensity)

The 

coefficient(B)

Standard error of 
coefficients

(SE B)
β t p

Responsive

(constant) 2.714 .121
　

22.516*** .000

Rationality .310 .033 .378 9.334*** .000

wariness .076 .034 .090 2.235* .026

Adj R²=.182 F=73.636 p=.000***

Professionalism

(constant) 1.990 .128
　

15.600*** .000

Rationality .331 .040 .354 8.248*** .000

Pleasure .260 .035 .331 7.485*** .000

ostentation -.113 .036 -.134 -3.111** .002

wariness .075 .036 .079 2.122* .034

Adj R²=.314 F=75.844 p=.000***

Facility

(constant) .776 .123
　

6.308** .004

Rationality .381 .042 .333 9.146*** .000

Pleasure .280 .039 .290 7.131*** .000

ostentation .154 .041 .149 3.783*** .000

Adj R²=.422 F=160.061 p=.000***

Reliability
(constant) 2.891 .104

　

27.890*** .000

Rationality .297 .030 .364 9.981*** .000

Adj R²=.131 F=99.620 p=.0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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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 쾌락성, 과시성의 헤

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미용실의 시설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신뢰성은 소비성향의 합리성

요인이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 합리성(β=.364)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중장년층의 합리성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미용실의 신뢰성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oh & Jin(2019)의 연구에서는 가치소비와 미용실 선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Kim(2022), Eo(2017) 연구에서는 미용실 이용 소비자

들의 소비행동이 미용실 선택속성에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소비문화가

미용실 선택동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중장년층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미용실 선택속성

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뒷받침해주

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이 헤어관리 행

동과 미용실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중장년

층의 헤어 서비스 소비성향에 따른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여 헤어미용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성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인 중장년층은 헤어관리

의 계획이 합당하고 효율적이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성

향으로 미용실에서 퍼머넌트 웨이브 염색, 스타일링, 커트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헤어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고 앞으로의 헤어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꾸준하

게 미용실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또한, 다른 매장

과의 비교함에 있어 전문성, 응답성, 시설, 신뢰성에 대한 부분

을 강조해야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쾌락성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인 중장년층은 스트레스

해소, 기분전환을 위해 새로운 헤어관리, 제품을 소비하는 성

향으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상담사진을 밝은 얼굴의 모델

위조로 보여주어 기분전환의 간접적 체험을 주는 것이 좋고 새

로운 프로모션행사, 선불권을 소개하여 매장 매출증대를 유도

해야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문성, 시설에 관한 정보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용실에 대한 노출이 많게 해야 한다고 판

단된다.

셋째, 과시성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인 중장년층은 다른 사람

을 의식하고 가격보다는 전문적이고 시설이 좋은 미용실을 선

호하는 성향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담과 시술을 진행하

는 것이 좋고 유행하는 염색색상과 더불어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링, 커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헤어디자이너의 프로필, 새로운 전문기구들을 소개하고 미용

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줘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신중성 헤어서비스 소비성향인 중장년층은 경제적 상

황을 고려하는 성향으로 헤어 비용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용실 내의 추가 서비스, 할인 제도가 있으면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실 중장년층의 헤어서비스 소비성향 파악이 전문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용실에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마케팅 전략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이 중장년층의 남녀 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에

서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재이용의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추가

한다면 중장년층의 고객관리에 실증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에 앞서 중장년층의 헤

어서비스 소비성향에 따른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이며, 추후에도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헤어미용 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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