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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know the effects of marketing mix 7Ps on switching mutual personal relation, attraction of alternatives and

converting cost of barriers intentions. Based on the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prevent customer separation

and increase sales consistently. secure new customers. As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731 customers of hair salon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were selected to respond to and analyz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2.0. Analy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data in the form of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effect of marketing mix on mutual personal relation has partly significant result in recognizability, quality, price

and promotion. Secondly, influence of marketing mix on attraction of alternatives has partly significant result in all of 6Ps, except people.

Thirdly, the effect of marketing mix on converting cost has partly significant result in promotion and people.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the beauty manager should notice continuous use and strengthen marketing which leads to the number

of frequenter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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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현대인의 개성이 다양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미적인 표현 방법과 관리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Seo,

2011). 여성과 남성 모두 외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각

하는 미적 가치 수준이 함께 올라가게 되었고 현대인들은 자신

의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자기 관리의 하나라고 여기며,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소비

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과 정보의 활성화로 인해 점점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해지며 주장하는 스타일이 세분화 되었고 헤어제

품의 여러 브랜드들은 그에 맞는 다양한 콘셉트 제품들을 출시

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첫 인상의 80%를 차지 할 만큼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두피와 모발의 상태 및 헤어 제품에 따라 표현 할

수 있는 스타일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다양한 미용실 콘셉트

제품들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Park, 2011). 이에 모발은 제

2의 얼굴이라고 불리 울 정도로 외적인 요소에 크게 자리 잡혀

있으며 우리 인체의 구조 중 가장 자신의 개성과 멋을 표출하

고자 모양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Kim, 2002). 따라서 바쁜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모발

을 손질하고 케어 할 수 있는(Kang, 2015) 헤어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미용실 콘셉트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상표를 구입 한다고 할 정도로 브랜드를 많이

비교하고 선택한다. 상표가 없으면 어느회사, 어떤 브랜드의

상품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네이밍을 통하여 제품 가치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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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선호하는 독특한 네이밍을 상품에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Bae, 2010). 이렇듯 상표와 소비자 브랜드 인식

이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브

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는 미용

실의 서비스 품질 또는 이용 형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지만, 미용실 제품의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신뢰 및 제품구매의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eo,

2011). 본 연구에서는 미용실 콘셉트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브

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 및 제품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들의 반응에 의해 이해의 폭을 넓혀서 미용실 콘셉트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용 시장을 넓

히고 미용실 콘셉트 제품 개발과 회사의 향후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제품 브랜드의 판매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용실 콘셉트 제품의 개념

Koo(2011)는 콘셉트에 대해 “소비자의 니즈(needs)로부터 도

출되는 해당 브랜드만의 독특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정의하였

다. 이와 같이 마케팅에서의 콘셉트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경험할 가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어로 정리하여 이

해하도록 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ae, 2010). 제품과 서비

스에 차별화를 두어 다른 가치를 보여주며 소비자의 구매 및

선택 사유를 창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콘셉트

제품은 어떠한 콘셉트나 트렌드에 맞추어서 기술을 복합적으

로 선보여서 홍보의 목적 등에 따른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

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셉트 제품은 소비자

의 니즈와 브랜드의 기술이 맞물려 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콘셉트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밀본, 아베다,

웰라, 아모스, 시세이도, 로레알 등이 있다. 제품의 크기, 유형

등에 따라 개발 목적에 차이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제품개발

의 전문성에 대한 시점을 달리하여 기업의 이미지관리와 이를

통한 판매의 극대화와 시장의 확대를 구축 하기 위해 콘셉트

제품을 생산한다(Jung, 1998). 즉, 제품의 생산이 소비자 욕구

부응 및 자사의 이미지 제고로 연결되게끔 할 수 있는 일련의

‘통합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Bae, 2010). 따라

서, 콘셉트 제품은 기업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려 다른 브랜드

와의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얻고 소비자로부터 구매를 유도

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제품력으로 경쟁력과 상업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결국 제품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트렌드

파악, 상품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브랜드의 인식

브랜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과 기

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유익한

정보 및 품질 보증의 역할을 하고, 기업에게는 브랜드 유지비

용 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음으로써 판매촉진의 전략을 하고 있

으며 신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브랜드는 오늘날 소비

자와 기업 양측에게 시장에서의 중요한 매체로서의 의의를 갖

는다(Park, 1998). 브랜드 인식을 인지적 태도 관점에서 소비자

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써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브랜드 이름과 연결된 일련의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Jung, 2011).

브랜드 콘셉트란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 연상이라고 소개하

고 있으며 이러한 연상들은 속성, 이 점들을 보다 높은 의미로

전환 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마케팅 시도들의 조합으로부터 생

긴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브랜드 콘셉트는 해당 브랜드의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을 주도하고 선택, 도입, 정교화, 강화

의 단계를 거치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 신뢰는 고객이 이

용하는 서비스과정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를 살롱에 대한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Yong &

Park, 2018).

3. 브랜드 신뢰

신뢰란 긍정적인 감정과 믿음, 기대의 차원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이다. 신뢰

는 상대방의 성실성과 정직성,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관게를 맺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Jo & Park, 2019),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공유하는 가치

나 목표에 따라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최상의 이익과 서비스를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믿

음 형성이 필요하다. 즉,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믿음을 바탕으

로 신뢰의 관계가 유지 된다면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친밀감

을 얻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Lee, 2019).

4. 제품구매의도

1) 제품구매의도의 개념

제품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

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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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품의 제조 뿐 아니

라, 판매까지 목적으로 했을 경우, 이는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품은 소비자가 선택하고 소비자가 사용하므로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에는 제품의 이미지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Jang, 1994). 이러한 제품구매의도를 단

계별로 고찰하여 본다면,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의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제품구매의도의 구성요소

제품에 만족한 고객은 긍정적인 구전활동, 재구매 및 기업애

호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제품에 불만족한 고객은 부

정적인 구전활동과 다양한 유형의 불평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제품 만족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

는 감정들로 제품 사용 전, 후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지면 제품

재 구매와 충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Lee &

Lee, 2014) 마케팅에서의 제품 품질은 사용자 중심적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업은 고객의 관점에서 적합한 품질의 제품

을 제공하고 고객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0).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미용실 콘셉

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지, 둘째,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품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가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는 “소비자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헤어제품의 브랜드 제품”으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소비자 인

식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인식”으

로,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가격대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 인식

으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신뢰는 “해당 브랜드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여부”를 조작적 정의로 설정하였고, 마지막

으로 제품구매의도는 “소비자가 다시 구매하더라도 같은 브랜

드의 제품을 재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작적 정의로 설정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브랜드 헤어 제품을 구

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방

법으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사용되었다. 본 조사는 2020

년 4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30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25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분석에 사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3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16부가 최종적

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총 5개의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총 9문항. 제품콘셉트에 대

한 설문은 6개의 브랜드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브랜드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고, 브랜드 인식에 대한 문항은 20문항, 소

비자만족도는 25개의 문항, 제품구매의도에 대한 문항은 9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브랜드 제품 신뢰에 대한 문항은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이 사용되었고, 조사

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이 사용되었으

며, 브랜드 인식, 브랜드 신뢰, 제품구매의도의 타당도 및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베리멕스), 신뢰도

분석이 사용되었다.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제품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신뢰가 제품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인 소비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75.9%로 높

게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미혼 72.7%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서비스직 33.8%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8.0%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을 알아본 결과 100만

원~200만원 31.0%로 높게 나타났다. 6개월 간 헤어제품 구입

비용을 알아본 결과 5만원 미만 30.6%로 높게 나타났고, 제품

을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는 미용실 57.9%로 높게 나타났으

며,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으로는 모발 에센스 34.3%로 높게

나타났다.

2. 브랜드 인식, 브랜드 신뢰, 제품구매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1) 브랜드 인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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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N=216,%)

Question
Sum

Frequency(N) Percent(%)

Gender
male 52 24.1

female 164 75.9

Marital status
single 157 72.7

married 59 27.3

Occupation

office worker 30 13.9

Service occupation 73 33.8

student 30 13.9

Housemaker 8 3.7

profession 65 30.1

Manager 5 2.3

others 5 2.3

Fin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3 6.0

High school graduate 82 38.0

College graduate 37 17.1

University graduate 71 32.9

Graduate graduation 8 3.7

Graduate Ph.D. 5 2.3

Monthly income

Less than 500 thousand won 25 11.6

More than 500 thousand won to less than 1 million won 16 7.4

More than 1 million won to less than 2 million won 67 31.0

Over than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53 24.5

More than 3 million w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29 13.4

More than 4 million won to less than 5 million won 10 4.6

5 million won or more 16 7.4

Average six-month 

hair product 

purchase costs

Less than 50 thousand won 66 30.6

More than 50 thousand won and less than 100 thousand won 55 25.5

More than 100 thousand won and less than 150 thousand won 41 19.0

More than 150 thousand won and less than 200 thousand won 18 8.3

More than 200 thousand won and less than 250 thousand won 13 6.0

250 thousand won or more 23 10.6

Informant

Magazine 7 3.2

Hair salon 125 57.9

SNS 39 18.1

Friends and acquaintances 23 10.6

family 10 4.6

others 12 5.6

Most frequently 

purchased products

Hair shampoo 57 26.4

Hair essence 74 34.3

Hair wax 11 5.1

hair spray 8 3.7

Hair Treatment 38 17.6

Scalp shampoo 19 8.8

Scalp Treatment 4 1.9

others 5 2.3

Sum 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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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식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결

과 <Table 2>와 같이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

위행렬 점검 결과 2=1069.195(df=78, Sig=.000), KMO값 0.815

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24이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품질’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728~0.845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3.716, 분산설명비율은 28.6%로 나타

났다. 두 번째 요인은 ‘인지도’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616~

0.772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2.614, 분산설명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가치’ 요인으로 요인적재값은 0.830

~0.866으로 나타났으며, 고유값은 1.618, 분산설명비율은 12.4%

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세 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1.1%이

상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인식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717~0.874로 높게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품질 0.874, 인지도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brand awareness

Brand Awareness Questions
factor 1 factor 2 factor 3

Commonality
Quality Recognition Value

The above brand provides the right product .845 .060 .096 .726

The products of the brand above are reliable. .783 .150 .102 .645

The product quality of the brand above is good. .775 .085 .009 .609

The above brand products are actually having a post-use effect. .742 .135 .131 .587

The brand above is safe. .731 .230 .058 .591

The products of the above brand have a good effect on hair. .728 .145 .119 .566

I've heard a lot about the brand above. .110 .772 -.084 .616

It is easy to remember the logo or symbol of the brand above. .012 .744 .156 .579

The concept and image of the above br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brands. .200 .702 .228 .586

I have used the above brand products. .192 .665 -.133 .496

I have been recommended by an acquaintance of the above brand. .146 .616 .150 .424

The above brand is reasonable in price. .062 .039 .866 .756

The above brand is not a waste of money to pay when purchasing. .241 .143 .830 .768

Eigenvalue

Description(%)

Cumulative variance(%)

Reliability factor(Cronbach's α)

3.716

28.587

28.287

.874

2.614

20.107

48.695

.759

1.618

12.443

61.137

.717


2=1069.195(df=78, Sig=.000), KMO, 0.815

Table 3.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brand trust

Brand reliability Questions factor 1 Commonality

It offers reliable products compared to other brands. .875 .766

I have confidence in the products I buy from the brand above. .872 .761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s sold by the above brand is excellent. .854 .730

Products run by the above brand are more reliable than those of other companies. .852 .726

Products purchased from the above brand will meet my expectations. .833 .694

All products sold by the above brands are reliable for safety .798 .637

The above brand aligns with the customer's needs to understand exactly what the customer's expectations are. .734 .539

Eigenvalue

Description(%)

Cumulative variance(%)

Reliability factor(Cronbach's α)

4.853

69.325

69.325

.926


2=1056.489(df=21, Sig=.000), KMO, 0.917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 및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7

0.759, 가치 0.717로 나타났다. 

2) 브랜드 신뢰의 타당성 및 신뢰도

브랜드 신뢰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결

과 <Table 3>과 같이 단일차원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행

렬 점검 결과 2=1056.489(df=21, Sig=.000), KMO값 0.917 나

타났으며, 공통성은 0.539이상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신뢰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926으로 나타났다. 

3) 제품구매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품구매의도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결과 <Table 4>와 같이 단일차원이 도출되었다. Bartlett의 단위

행렬 점검 결과 2=1247.968(df=36, Sig=.000), KMO값 0.914으

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474이상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의

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는

0.920으로 나타났다. 

3.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

는 영향은 품질, 인지도, 가치에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3.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품질 β=.660, 인지도

β=.240, 가치 β=.218 순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품질, 인지도, 가치 변수가 높아질

수록 브랜드 신뢰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hoi(2014)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속성들에 대한 인식이 신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

한 Choi(2017)과 Jo & Park(2019)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가 브랜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를 지지해주며 Jang & Park(2019)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태도

가 신뢰도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Table 4.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ntion to purchase the product

Willingness to buy the product Questions factor 1 Commonality

Even if I buy it again, I will buy this brand product. .886 .784

I will actively inform people around me about the products of the above brands. .853 .727

If I have a chanc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brand above to others. .806 .650

The product released by the brand above is a product that I really need. .786 .618

Even if the products of the above brand are expensive, they need to be used continuously. .784 .614

The product of the above brand is a likable product. .782 .612

I am willing to try all the products from the brand above. .746 .557

The products of the above brand are likely to be of relatively good quality with other companies. .712 .507

If I am satisfied with the product of the brand I am currently using, I intend to purchase other products of the 

same brand.
.688 .474

Eigenvalue

Description(%)

Cumulative variance(%)

Reliability factor(Cronbach's α)

5.543

61.587

61.587

.920


2=1247.968(df=36, Sig=.000), KMO, 0.914

Table 5. The impact of brand awareness on brand trust

Model Coefficient(B)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SE B)
β t p

Brand 

reliability

(constant) .000 .046
　

.000 1.000

Quality .660 .047 .660 14.191 *** .000

Recognition .240 .047 .240 5.149 *** .000

Value .218 .047 .218 4.691 *** .000

 adj R²=.535 F=83.301 p=.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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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 인식이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인식이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품질, 인지도, 가치에서 유의미하

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58.1%의 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품

질 β=.638, 가치 β=.336, 인지도 β=.260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질, 인지도, 가치 변수가 높아질

수록 제품구매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Jung(2019)의

국가이미지, 브랜드이미지, 제품 품질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브랜드 인식과 비슷한 맥락인 베트남 여성

소비자들의 한국화장품의 브랜드 가치 인식요소가 국가이미지

와 브랜드 이미지, 제품 품질에 따라 구매의사와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5. 브랜드 신뢰가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신뢰가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브랜드 신뢰에서 유의미하게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브랜드 신뢰

β=.834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브랜드 신

뢰 변수가 높아질수록 제품구매의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Yoo(2015)의 연구에서도 여행사 브랜드 신뢰는 소비자의 구

매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

지 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Yong(2019)의 연구

에서도 소비자 헤어제품에 대한 신뢰와 제품 구매행동의 관계

에서는 제품신뢰와 제품구매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정의 관계를

미치면서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용실 콘셉트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용실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 및

제품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에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미용실 콘

셉트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

용 시장을 넓히고 미용실 콘셉트 제품 개발과 판매에 있어 마

케팅 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고 미용실 콘셉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브랜드 인식, 브랜드 신뢰, 제품구매의도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실 콘셉트 제

품의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이 브랜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은 콘셉트 제품의 품질, 인지도, 가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 브랜드 인식이 미용실 콘셉트 제

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브랜드 인식이 미용

실 콘셉트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품질, 가치, 인지도

Table 6. The impact of brand awareness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productsstatus

Model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SE B)

β t p

Willingness 

to buy the 

product

(constant) .000 .044
　

.000 1.000

Quality .638 .044 .638 14.447 *** .000

Recognition .260 .044 .260 5.901 *** .000

Value .336 .044 .336 7.606 *** .000

 adj R²=.581 F=100.455 p=.000 

***p<.001

Table 7. The impact of brand trust on the will to buy products

Model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of 

the coefficient

(SE B)

β t p

Willingness 

to buy the 

product

(constant) .000 .038
　

.000 1.000

Brand reliability .834 .038 .834 22.075 *** .000

 adj R²=.693 F=487.309 p=.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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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브

랜드 신뢰가 미용실 콘셉트 제품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가 높아질수록

미용실 콘셉트 제품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및 신뢰도는

제품의 품질과 인지도 및 가치에 따라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미용실 디자이너와 소비자와의 신뢰도 형성도가 고객의 충성

도 및 판매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는 브랜드가 올바른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브랜드

에 대해 많이 들어봤거나 가격이 적당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회사에서는 보다 더 좋은 질과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경우, 다른 브랜드

에 비해 믿을 만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

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다시 구매하더라도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신뢰도에 따른 브랜드에 이미지, 지각된 가격과 그에 따른 소

비자들의 제품구매 의사를 파악해 봄으로써 브랜드 제품을 구

매하는 소비자의 인식, 신뢰도 및 구매 의사 간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와 향후 브랜드 헤어제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제품 브랜

드의 운영과 판매 방안을 생각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던 20대 외에

도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비교한 브랜드 제품의 구매의도에 대

해 알아보고 연령별에 따른 마케팅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우선 표본의 확대와 다양한 변인의 고려에

관한 것이다. 조사대상이 서울, 경기 지역의 한국인 소비자들

로 한정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상 확장 대상 브래드를 특정 대표적

브랜드에만 국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 조사대상을 확장하여 연구한다면 연구의 객관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도 이 연구가 기초자

료로 사용되어 현대인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

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Bae, J. H. (2010). The Influences of Consistency between Brand

Name and Product Concept on the Consumers' Preference. Mas-

ter’s thesi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pp. 7-46.

Cha, H. W. (2017). The Impact of Parent Brand Characteristics on

Extended Brand’s Trust and Food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e Effect of Fresh Produce Purchase Experi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pp.104-111.

Choi, H. H. (2014). The effect of brand coolness on brand affect,

brand cognition and brand trust: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

uct category. Ph.D. thesis,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114.

Choi, S. Y. (2017). The Effect of Brand Image on Brand Trust and

Customer Satisfaction : Focusing on Private Brand of Large

Marke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Conver-

gence, Honam University, p.57.

Jang, E. Y. (1994). A study on a clothing selection process model

using images of clothing merchandis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p.22-23.

Jang, Y. W., & Park, E. J. (2019). Mediating Effect of Brand Atti-

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sponse and Reli-

ability of Hair Salon Consume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ogy, 25(4), 751-760.

Jo, H. J., & Park, E. J. (2019). The Effects of Brand Asse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Image and Customer Satisfac-

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ogy, 25(3), 493-

502.

Jung, H.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duct Identity

(PI) Evaluation Model to Differentiate Product Desig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pp.7-10.

Jung, H. W. (2019). The Effect of Vietnamese Women’s Korean

Cosmetic Brand Value on Purchasing Intention and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p.65.

Jung, S. I. (2011). An empirical study on a moderate effect of brand

loyalty between brand attribute and purchas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

versity, pp.4-6.

Kang, N. K. (2015). The Influences of Rapport Formation and Shop-

ping Tendency on Hair Goods Purchase Behavior and Confi-

dence Building.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eauty Arts, pp.1-2.

Kim, H. (2017). A Study of Effects of Wine Sommelier’s Expertise

on Customers’ Trust and Intention of Re-Purchase. Master’s the-

si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pp.84-88.

Kim, H. S.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Quality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by Brand Aware-

ness : focus on female customer of cosmetic marke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25-26.

Kim, M. K. (2002). Research on the scalp·hair clinic product : beauty

salon speciality product focus on import bran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pp.4-5.

Kim, S. A. (2016). A study effects of country-of-origin image on con-

sumer perception and purchase intention.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ulinary and Food

Service Management, pp.80-89.

Kim, S. J. (2010). An analysis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of

Products Advertised by Sports Stars and Famous Entertainer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62-

74.



20 J. Kor. Soc. Cosmetol. Vol. 29, No. 1, 2023

Koo, H. (2011). Influence of Brand Concept Consistency upon

Extension Evaluation Depending on Brand Attachment Level.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

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rand Management, pp.5-10.

Lee, J. Y. (2019). Competitiveness of Hair Salon through the Analy-

sis of Recognition, Satisfaction and Purchasing Behavior of Hair

Salon Specialized Produc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p.82.

Lee, S. Y., & Lee, Y. S. (2014). An Influence of Cosmetics Proce-

dure Experience on Product Satisfaction, Brand Royalty, and

Purchase Intens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

ogy, 20(3), 485-493.

Lee, S. Y.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vel Agency's Brand

Image and Reliance upon the Brand Loyalty and Purchase Inten-

tion. Master’s thesis, Majorof Tourism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p.76.

Park, D. K. (2017). The Effect of Brand Attribute of Sport Shoes on

Brand Value, Brand Satisfaction, and Brand Loyalt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pp.50-52.

Park, Y. A. (2011). Study of the utilization of hair products with a

scalp and hair condition.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1-2.

Park, Y. E. (1998). Brand Names Power to Affect Product Evalution

and Purchase. Master’s thesis, Dept. of Business Admi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6.

Seo, S. O. (2011). Purchase Behavior in Beauty Service by Women's

Perception of Hair Style. Master’s thesis, Dept. of Beauty Arts

The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p. 1.

Yong, S. H., & Park, E. J. (2018). Influence that Designer Reliance

has on the Reliance of Hair Product and Payment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smetology, 24(6), 1248-1255.

Yong, S. H.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willingness to pa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consumer hair products and prod-

uct purchase behavior. Seok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eauty and Arts. pp.33-35. 

Yoo, R. (2015). A Study on Middle-low Priced Cosmetics Purchas-

ing Intention in Relation to the Consumption Value of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and 30s. Master’s thesis, Konkuk Uni-

versity Graduate School, pp.72-77.

Woo, J. Y. (2015). Effects of Brand Image of Travel Agency in Rela-

tion to Trus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Master’s thesis,

Majorof Tourism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p.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