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기반 알고리즘

으로 진보하여[1] 유통기업에서 시작한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은 새로운 양식과 아이디어로 

일반업종으로 전염되었고 옴니채널이라는 다변화채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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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용산업의 옴니채널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미용 마케팅 비즈니스 융합연구이다. 대상은 서울거주 20-30대 남녀의 자기응답식 설문지 299부로 

SPSS21.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

과 옴니채널은 소비자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옴니채널의 하위요인은 노출성, 혜택성, 후기성, 예약성, 편의성으

로 나눌수 있었다. 노출도를 제외한 옴니채널의 모든 하위요인은 소비자 행동 중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모든 옴니채널의 하위요인은 소비자행동 중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용산업 옴니채널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용산업활성화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와 미용산업맞춤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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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 research on the convergence of beauty marketing businesses to find out 

the impact of omnichannel in the beauty industry on consumer behavior. The target was 299 copies 

of the self-answer questionnaire for male and female in their 20s-30s living in Seoul, using the 

SPSS21.0 program to analyze frequency, explore factor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Omnichannels were related to consumer behavior, and the sub 

factors of Omni channels could be divided into exposure, benefits, review, reservation, and 

convenience. All sub-elements of Omni channels, except exposure, have a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during consumer behavior, and all sub-elements of Omni channels have a 

positive impact on reuse intent during consumer behavior. Customer satisfac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use intentions. Therefore, it will provide good feedback for 

revitalizing the beauty industry. Therefore, research on omnichannel marketing strategies and 

activation of beauty platfor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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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옴니채널 플랫폼의 

대변혁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소셜미디어 역시 이 과

정에 편승했다. 

팬데믹 이후 홈코노미(Home-econommy), 1인가

구, 언택트 산업의 증가세는 소비구조의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는데[2] 2017년 이후 오프라인에 제한되던 미용

산업현장도 옴니채널이 융합됨에 따라[3] 다양한 마케

팅전략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호

택, 정난희(2017)에 따르면 옴니채널 관련 연구는 플랫

폼의 매출증대와 같은 양적연구와 온라인에 편중된 소

매업이나 제품판매업에 집중된 양상이었는데[4,5] 점차 

배달업, 호텔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도 옴니채널의 연

구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6]. 하지만 고객과의 접점이 

잦은 미용산업은 오프라인전환과 O2O플랫폼 관련연구

에 편중되어 옴니채널에 관련한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하고 확

장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용산업의 옴니채널과 소비자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자료축적과 옴니채널 활성화방안

에 대해 논의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미용 옴니채

널의 융합과 플랫폼의 발전 및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

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옴니채널

옴니채널(Omni-Channel)은 모든 것을 뜻하는 라틴어 

‘옴니(Omni)’와 재화의 유통경로를 의미하는 ‘채널

(Channel)’의 합성어로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구매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7]. 이는 멀티채널의 진화된 형태로 TV, PC, 모바일, 오

프라인, SNS 등 이용가능한 모든 쇼핑채널을 통해 소비

자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8]. 미용산업현장에

서는 O2O, 마케팅을 통해 발현되며 개인화된 HCP의 

상호작용 및 클라이언트관리 등에 활용된다[9].

2.2 소비자행동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은 개인 및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행동 및 심

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한다[10]. 따라서 소비자행

동의 변화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보다 기업활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행동을 

예측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활동을 진행하는 형태

로 소비자행동의 변화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경영의 국면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11] 서비스산업

인 미용산업 또한 다르지않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Table 1과 같이 20.07.10~20.7.31까지 

서울지역에 거주중인 20-30대 성인남녀 350명에게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337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9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tion (N) (%)

gender
male 100 33.4

female 199 66.6

age

20-25 133 44.5

26-30 65 21.7

31-35 21 7.0

36-39 80 26.8

marriage 

status

single 209 69.9

married 90 30.1

Average 

monthly salary

less than 1milion 42 14.0

1milion-1.5milion 34 11.4

1.5milion-2milion 122 40.8

2milion-3milion 51 17.1

more than 3milion 50 16.7

total 299 100.0

3.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 중 일반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고 옴니채널에 관한 문항은 S. 

Gonela et al(2019)[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출, 혜택,

후기, 예약, 편의 유형으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Parasuraman et al.(1988)[13], Tripp, Drea(2002)[14],

Anderson, Srinivasan(2003)[15]를 참고하여 고객만족

에 대한 문항을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재이용의도에 

관련한 5개의 문항은 Boulding et al. (1993)[16]의 연

구를 참고하였다. 옴니채널과 소비자행동에 대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

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에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

고 각 변수간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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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설설정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가설과 연구모형은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옴니채널은 소비자행동 중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옴니채널은 소비자행동 중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행동 중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4.1.1 옴니채널

옴니채널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분석결과 추출된 5개의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은 

73.212%로 나타났다. 즉, 각 하위요인으로 요인 

1(21.838%)은 ‘노출성’으로, 요인 2(13.019%)는 ‘혜택성’

으로, 요인 3(14.145%)은 ‘리뷰성’으로, 요인 4(16.832%)

는 ‘예약성’으로, 요인 5(11.606%)는 ‘편의성’으로 명명하

였다.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신뢰도 또한 0.74이상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Table 2. Validation of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omnichannel subfactors

Question
Factors

exposure benefits reviews reservation convenience

12.expose search .905 .080 .137 .043 .137

14.easy search .864 .022 .115 .182 .115

11.rank .828 .086 .061 .058 .061

13.sns .795 .112 .173 .066 .173

15.site .795 .165 .123 .222 .123

07.event .124 .902 .083 .189 .137

06.discount .067 .780 .186 .309 .167

09.rebooking .154 .772 .048 .391 -.020

08.variouse .220 .770 .114 .364 .211

09.ratings .238 .115 .844 .239 .056

08.reviews .253 .090 .833 .162 .062

10.picture .311 .158 .782 .111 .076

03.easy choice .113 .231 .077 .847 .153

02.pre-payment .053 .236 .133 .840 .237

01.easy booking .217 .292 .112 .761 -.115

05.time select .046 .385 .190 .757 .303

04.24h accessible .089 .390 .088 .702 0.349

17.easy access .133 .194 .082 .141 .852

18.easy to use .158 .037 .282 .091 .780

16.parking .218 .091 -.279 .294 .657

eigenvalue 3.931 3.105 2.546 3.484 2.089

variance description(%) 21.838 34.502 14.145 38.710 11.606

cumulative variance description(%) 21.838 73.212 35.983 38.710 73.440

reliability .928 .888 .887 .895 .743

KMO=0.897, Bartlett's test χ²=1793.605 (df=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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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소비자행동 - 고객만족

고객만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데이터수의 적정성과 단위행렬 여부를 검증한 KMO지수

는 0.874로 데이터수가 적정하고 Bartlett은 1294.071

로 p<.001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차원요인

(70.972%)은 ‘고객만족’으로 명명하였는데 요인적재치도 

0.40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신뢰도도 

.91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4.1.3 소비자행동 – 재이용의도

재이용의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데이터수의 적정성과 단위행렬 여부 검증은 KMO지수 

0.882로 데이터수가 적정하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1632.699로 p<.001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차원의요인(77.926%)의 결과는 ‘재이용의도’로 명명하

였다. 또한 요인적재치도 0.4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도 .94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reuse 

intentions

Factors Question Ingredient

reuse 

intention

10.propagation SNS .899

11.write reveiw .894

09.promote surrounding .885

08.consider first .877

07.reuse Intention .874

12.recommendation .868

eigenvalue 4.676

variance description(%) 77.926

cumulative variance description(%) 77.926

reliability .943

KMO=0.882, Bartlett's test χ²=1632.699 (df=15, p=0.000)

4.4 가설의 검증

옴니채널하위요인과 소비자행동의 상관관계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노출성, 혜택성, 후기성, 예약성, 편의성

이 고객만족, 재이용의도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p<.01).

Table 5. Correlation Verification

section

Omni channel 
Consumer 

behavior

Exposure benefits reviews reservationconvenience
customer 

satisfaction

reuse 

intention

exposure 1

benefits .421*** 1

reviews .523*** .390*** 1

reservation .296*** .677*** .523*** 1

convenience .360*** .414*** .213*** .360*** 1

customer 

satisfaction
.417*** .677*** .458*** .665*** .420*** 1

reuse 

intention
.352*** .467** .452*** .419*** .322*** .634*** 1

**p<.01, ***p<.001

4.4.1 가설 1 검증

옴니채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

석결과 설명력(R²)은 49.2%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43.11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옴니채널 하위요인별 예약성(β=.461, 

p<.001), 후기성(β=.393, p<.001), 혜택성(β=.302, 

p<.001), 편의성(β=.249, p<.001)이 고객만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이 일

부 채택되었다. 즉, 미용실 소비자의 고객만족에 있어서

는 미용실 선택속성의 하위요인별 예약성, 후기성, 혜택

성, 편의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노출성은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출성은 넛지와 

같이 온,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마케팅요소로서 매

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알고리즘이나 옴니채널 플랫

폼별 로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조해인 외

(2020)[17]의 연구와 같이 소비자를 처음 대면하는데 

있어서 노출성은 분명한 강점을 지니는데 본 연구결과

에서 나타나듯 옴니채널의 노출성을 통해 신규고객의 

유입은 가능할지라도 유입된 소비자가 고객만족으로 연

결되지는 않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서비스산업으로 분

Factors Question Ingredient

customer 

satisfaction

02.needs .895

03.good choice .887

01.overall satisfaction .850

04.facility satisfaction .822

05.services satisfaction .799

06.AS satisfaction .796

eigenvalue 4.258

variance description(%) 70.972

cumulative variance description(%) 70.972

reliability .917

KMO=0.874, Bartlett's test χ²=1294.071 (df=15,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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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미용산업은 서비스의 품질이나 소비자지향성, 비

용편익[18-20] 등의 관점이 고객만족에 더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Effects of Omni Channel on Customer 

Satisfaction

B S.E β t p

(constant) 1.844 .215 　 8.569 .000

exposure .073 .046 .098 1.588 .113

benefits .290 .054 .302 5.367*** .000

reviews .306 .048 .393 6.422*** .000

reservation .405 .049 .461 8.182*** .000

convenience .201 .046 .249 4.362*** .000

R²= .492, Adj R² = .488, F-value = 143.118***, p = .000

***p<.001

4.4.2 가설 2 검증

옴니채널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²)은 23.8%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6.198, 

p<.001). 독립변수별로는 혜택성(β=.338, p<.001), 리

뷰성(β=.318, p<.001), 편의성(β=.301, p<.001), 예약

성(β=.190, p<.01), 노출성(β=.140, p<.05)이 재이용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옴니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

의 재이용의도에 있어서는 하위요인별 혜택성, 후기성, 

편의성, 예약성, 노출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혜택에 대한 전환비용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상현,오상현(2002)[21] Seunghyun 

Lee, Billy Bai(2014)[2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후기성의 경우 XiaolinLi ea al(2019)[23]의 연구와 같

이 소비자는 다른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감정을 공

유함으로서 상호작용하여 소비로의 전환에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된다. 이는 다른 판매촉진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며[24] 옴니채널과 같이 다

양한 채널을 넘나드는 형태의 멀티환경은 옴니채널선택

시 소비자가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것으로

[25] 신문사, 금융, 메신저등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나타

나는 현상과 같다[26]. 

Table 7. Effects of Omni Channel on Reuse Intentions

4.4.3 가설 3 검증

고객만족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설명력(R²)은 45.6%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48.481, p<.001). 

독립변수로써 고객만족(β=.675, p<.001)은 재이용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재이용의도에 있어서는 고객만

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옥주, 양동우

(2017)의 연구와 같이 미용산업현장의 경험 뿐 아니라 

옴니채널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의 UI 및 사용만족도 또한 

미용산업의 재이용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7].

Table 8. Eff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on Reuse 

Intention

B S.E β t p

(constant) .441 .194 　 2.274 .024

customer satisfaction .837 .053 .675 15.763*** .000

R²= .456, Adj R² = .454, F-value = 248.481***, p = .000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미용산업의 옴니채널이 소비자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소비자행동의 세부

요인인 고객만족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분석하여 언택트시대 침체된 미용산업의 발전방향과 플

랫폼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옴니채널의 하위요인은 옴니채널 플랫폼에 소비자의 

검색이나 눈에 띌 수 있는 노출성, 옴니채널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서 가격, 서비스 등의 이점을 가질수 있는 혜

택성, 다른 소비자의 의견이나 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

B S.E β t p

(constant) 1.393 .199 　 6.985 .000

exposure .101 .043 .140 2.366* .019

benefits .402 .082 .338 4.910*** .000

reviews .241 .044 .318 5.441*** .000

reservation .207 .075 .190 2.761** .006

convenience .236 .043 .301 5.521*** .000

R²= .238, Adj R² = .233, F-value = 46.198***, p = .000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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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리뷰성, 언택트 결제나 예약을 가능케하는 

예약성, 실제 미용산업현장에서의 편의성과 같은 하위요

인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옴니채널의 하위요인 중 노출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언택트와 경계없이 광범위한 플랫폼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옴니채널은 그 특성상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나 검색성공률에 따라 소비자유입률에 차이를 보이

며 혜택성은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비용대비의 효

과나 할인, 이벤트의 활용으로 스마트소비의 감정을 전

달해 고객만족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옴니채널 하위요인인 노출성, 혜택성, 후기성, 

예약성, 편의성 모두가 재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출성이 고객만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이용의도에서 그 효

과가 나타난 것은 정희경 외(2019)[28]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비자에게 빈번하게 자주 노출될수록 사업체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호감을 갖게 되는것과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소비자행동에서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여지듯 소비자의 재이용의도는 고객만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옴니채널을 활용한 

긍정적인 미용산업에 대한 경험은 이후 행동에서도 긍

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6. 논의

본 연구을 통해 기여하는 실무적 시사점과 논의하고

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산업현장에서 활성화된 옴니채널 플랫폼

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입시켜 매출증대

를 도모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며 무분별한 할

인은 기업의 이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29] 김혜련 외(2019)[30]의 연구와 같이 희소성메시지

(수량 및 기간한정)의 활용으로 소비자만족과 재이용의

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미용산업에 전문화되고 활용도 높은 플랫폼 및 

프로그램의 개발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관적

인 UI나 편리한 사용은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고 옴니채널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넘나드는 형태의 멀

티환경은 소비자를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한데[31], 변화의 플랫폼시대 옴니채널에 특화된 플랫

폼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언택트시대의 미용산업현장

의 수익향상과 고객유치, 나아가 빅데이터관리와 활용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비교적 옴니채널의 활용이 높

은 20-30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것에 있어 한계점

을 가진다. 옴니채널의 융합과 활용이 일상화되고 온라

인 라이브커머스등 촉진창구가 확장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 된다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확

인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또, 옴니채널의 하위요인 

중 노출성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 별 또는 노출정도, 빈

도 등으로 요인을 세분화한다면 실제 신규고객의 유입

전환율과 소비자의 흥미에 따른 미용산업의 마케팅전략 

수립 및 이윤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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