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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human factors in relationship marketing by revealing the influence

of Hanbok salesperson's attributes on relationship quality and long-term relationship orientation at the time

when a culture is newly understood. A questionnaire surveyed 376 women living around the Seoul and

Daejeon Metropolitan areas from February to March 2013. SPSS WIN 20.0 and AMOS 20.0 programs ana-

lyzed the gathered data. We review the influence of Hanbok salesperson's attributes (expertise, ethics, com-

munication skill, customer orientation, similarity, and likeability) on relationship quality and behavioral in-

tention. The research indicates that only customer orientation and Hanbok salesperson's expertise attributes

influence relationship quality. All the attributes had a positive influenc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qua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loyalty. However, communication skill, similarity, and likeability did

not influence relationship quality. Customer orientation, which provides a customized servi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customer trends and expertise in developing a relationship with customers, are im-

portant factors to form relationship quality and loyalty.

Key words: Attributes of Hanbok salesperson, Relationship quality, Behavioral intention; 한복판매원의

속성, 관계의 질, 행동의도

I. 서 론

유행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패션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되고 소비자는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패션시장

환경에서 판매원은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판매원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rosby et al., 1990; Hong &

Lee, 2009; Kim & Lee, 2002; Kim et al., 2006; Lee &

Shim, 2005). 소비자들은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상

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판매원의 세일즈 능력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경우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이 판

매원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판매원과 관련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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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판매원의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Ahn,

2001; Cho & Ku 2002; Crosby et al., 1990; Doney & Can-

non, 1997; Kim & Lee, 2002; Lee, 2003; Martin & Sohi,

1993; Swan et al., 1985).

최근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이 소비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표상문화

인 한복은 패션의 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중심

의 마케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하다. Lee

(2003)는 한복제품에 마케팅 믹스 전략을 도입하여 CRM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4P 중에서도 판매촉

진변수가 핵심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Han(2010)의 연

구에는 한복숍 매니저의 고객응대방법에 따라 고객이 순

응하는 상황이 도출되어 판매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삶

의 질이 높아지고 자기표현을 적극 추구하는 시대에 한

복을 우리의 대표적인 상징적 문화로 생각은 하고 있지

만 착장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불편해 하고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한복에 대한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한복은 직

접구매가 57.5%, 한복대여점 이용이 31.9%, 생활한복은

직접구매가 63.3%, 한복대여점 이용이 25.7%로 대여가

구매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Ministry of Culture, Spo-

rts, and Tourism, 2008). 한복의 착용경험과 관련해서는

전통한복 65.2%, 다음으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24.8%,

생활한복을 입어본 응답자가 5.1%였다. 이는 명절이나

혼례 등의 특별한 날에 예복으로 전통한복을 입어본 경

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복착용현황을 보면

68.8%가 연간 1~2회 정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

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이와 같이 한

복소비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한복시장은 전문 디자이너

숍, 한복시장, 한복대여점, 생활한복매장, 인터넷 구매 등

으로 점차 세분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한복시장 환경과 한복문화에 대한 지식과 착용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의류제품과 비교하

여 한복판매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Laurent

and Kapferer(1985)에 의하면 고관여 상품의 경우 판매원

의 고객응대 및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되도록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자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스러운 소비행동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판매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한복을 중심으로 판매원의 속성효과를 실증 분

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화상품인 한복판매에

서도 판매원의 역할과 고객과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축소되고 있는 한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복판매원의 속성이 무엇인지와 판

매원과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한복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도 및 구매의도와 같이 관계유지에 관한 주체가 소비자

중심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판매원

의 어떤 속성에 따라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로부터 고객이 선호

하는 판매원의 속성들을 추출하여 소비자가 한복을 구

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의 어떠한 속성이 관계의 질과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관계

마케팅에서 판매원의 속성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한복판

매원에 적용 가능한 속성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한복을 예술성과

미적가치를 강조한 전통한복과 불편함을 개선하여 실

용화한 생활한복을 포함했다. 또한 한복판매원은 고객

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이너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복매장은 전문 디자이너숍, 한복

시장, 한복대여점을 포함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적인 판매원의 역할과 속성

판매원은 구매접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

함으로써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뿐만 아니

라 판매원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

하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

다(Crosby et al., 1990; Jin & Hong, 2004). 특히 소비자

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상황과 위험지각이

높고 개성화된 취향을 반영하는 고관여 제품일수록 전

문적인 지식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

는 판매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판매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판매기능의 중요성과 전문성

을 인식한 유통업체들은 판매원을 판매 컨설턴트로(Bae,

2010) 판매원의 역할을 크게 구매 전 ·후 단계로 구분하

고 구매 전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조언해줌으로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

키고 실질적인 구매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Yoo, 1999). 따라서 고객의 불만을 줄이고 판매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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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판매원의 역할이 고객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매원의 특징은 소비자가 판매원에 대

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고, 고객만족과 판매성과에 기여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분야별로 판매원의 속성을 살펴보면 산업재를 연구

한 Swan et al.(1985)는 고객의 신뢰는 믿을 만한 정도,

정직성, 능력, 고객지향성 및 호감도와 같은 판매원의

속성에 대한 고객의 지각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

으며, Doney and Cannon(1997)의 연구에서는 산업재 판

매원의 전문성이 고객의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한 Kim et al.(2006)은 내구 소비재 구매상황에서 판매

원의 전문성, 진실성, 유사성, 호감성, 고객지향성 등의

속성들이 고객과의 관계지속을 위한 결정요소였으며,

Bae and Lee(2001)의 연구에서도 의료서비스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서비스 구매자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

고,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연구한 Crosby et al.(1990)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판매원의 전문 지식과 유사성은 판매원에 대

한 만족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 질은 미래 상호 관

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and Sohi(1993)

는 판매자의 능력, 유사성, 고객지향성, 정직성과 같은 특

성이 고객과의 관계지속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이였으며,

Wray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판매원의 고객지향성, 판

매지향성, 전문성, 윤리성이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요인

으로 설명하였고 Kim(2009)의 연구에서도 보험판매원

의 전문적인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속성에 대한 고

객의 지각이 고객-판매원 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주며 판

매원은 고객이 기대하는 요인과 속성을 개발함으로써 더

욱 고객지향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마케팅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류제품고객과 매니저 간의 관계를 연구한 Ahn(2001)

은 유사성, 숍 매니저의 품성, 코디 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계에의 투자 등으로 설명하였다. 고객들은 숍 매

니저와 유사성이 있는 경우 더 신뢰하였다. 매니저의 코

디 감각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간적인 편안

한 관계를 더 선호하였다. Kim and Lee(2002)에 따르면

의류점포판매원의 외적 속성인 외모는 관계의 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 속성인 전문성,

윤리성, 유사성, 호감성, 고객지향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판매원과 고객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판매원의 외모보다는 내적

속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보석매장을 연구한 Bae(2010)는 고관여 상품인 웨딩

전문 주얼리 판매원의 속성으로 전문성, 진실성, 호감

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웨딩주얼리 매장에

서 중요한 판매원 속성은 진실성으로 정직한 판매원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신발 멀티숍 매장을 연구한 Lee(2006)는 고객지향성,

호감도, 전문성, 윤리성 중 고객지향성이나 윤리적인 판

매원에 비해 호감도가 높은 판매원과 전문적인 판매원

의 서비스가 고객만족과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판매

원의 속성과 관계의 질은 <Table 1>과 같다.

종합해보면 고객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판매원 속

성은 전문성과 윤리성(진실성), 유사성과 호감성 및 외

모 그리고 고객지향성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하고 있

다.

전문성(Expertise)은 고객에게 판매행위에 영향을 주

는 판매원의 속성으로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있

는 전문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의미한다. 판매원이 고객

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인(Park, 2010)으로 고객이

판매원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상품을 구매할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Kim, 2009), Oh and Kim(2006)

에 따르면 상품 지식에 관한 전문성은 단골고객에는 만

족, 비 단골고객에게는 재구매 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매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윤리성(Ethics)은 타당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는 판매원의 도덕성이다. 윤리적인 판매원이 자

사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경험을 편향 ·왜곡시키지 않

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도덕

적 의지와 책임 있는 판매원을 더 신뢰를 하며(Belch &

Belch, 2004) 특히 판매원의 주장을 판단할만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윤리

적으로 행동하는 판매원을 더 선호하며 고객이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보다 더 중요하다. 인지된 판

매원의 윤리성은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2; Roman & Ruiz, 2005).

유사성(Similarity)은 고객과 판매원의 닮음의 정도로

외모,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등의 유사함이다(Co-

ulter & Coulter, 2002; Crosby et al., 1990). 소통을 잘하

는 사람의 심리적 매력은 친근감과 유사성 및 애호성으

로 고객이 판매원과 자신이 유사하다고 지각할수록 판

매원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며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Kim & Lee, 2002). 이러한 감정은 관계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으로 판매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얻는데

– 909 –



74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7, 2013

중요한 요인이다(Coulter & Coulter, 2002; Crosby et al.,

1990). 그러나 유사성은 관계형성 초기에만 긍정적인 요

인으로 나타나고(Ahn, 2001) 관계가 진전될수록 서로

간의 다양한 면을 선호하게 되어 그 효과가 반대로 나

타날 수도 있다.

호감도(Likeability)는 판매원의 외모, 언행, 성격, 친

근감 등으로 판매원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호의

적인 감정이다(Andaleeb & Anwar 1996). Swan et al.

(1985)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판매원의 속성

중 호감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판매원이 다정하고 친

근하게 행동할 때 판매원에 대한 고객의 호감도가 증가

하게 되고 고객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Kim & Lee, 2002; Park, 2010).

외모(Exterior)는 커뮤니케이터의 신체적 매력으로 구

매상황에서 판매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경우 판매원

의 외모는 판매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

였다(Berscheid & Walster 1974). 그러나 Kim and Lee

(2002)의 연구에서 의류점포판매원의 외모는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모보다는 내적 속성이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Andaleeb and Anwar

(1996)는 외모를 호감도로 보았다.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은 판매자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킴으로서 고객이 만족스러운

구매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다

(Bae & Lee, 2001: Hong & Lee, 2009). 고객이 기대하

는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다양한 고객만족에 직 ·간

접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Bae & Lee, 2001; Kim

& Park, 2003; Kim et al., 2006; Park, 2004; Williams &

Seminerio, 1985). Goff et al.(1997)은 고객지향성이 판매

원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점포에 대한 만족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ong and Lee(2009)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지향성과 고객관리성으로 세분화시켜

상호만족을 달성하려는 중요한 요인으로 측정하기도 하

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skill)은 정보를 교

환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융통성 ·유연성

있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Lee, 2013). 판매원

은 고객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

공하고 실질적인 판매를 이끄는 역할 수행에서 중요한

매체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판매원 속성을 살펴본 결과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in and Hong(2000)은 판매원의

속성은 산업마다 소매 환경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속성

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견해를 따르면 상이

한 산업에서의 판매원 속성에 관한 연구의 축적은 그 의

Table 1.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alespersons attributes

Field Researchers Salespersons attributes Relationship

Jewelry Bae (2010) Expertise, Verity, Likeability Satisfaction

Insurance

Crosby et al. (1990) Expertise, Likeability Satisfaction trust

Kim (2009) Communication skills, Reliability, Expertise Satisfaction

Wray et al. (1994) Customer orientation, Sale orientation, Expertise, Ethics Satisfaction

Medical Lee (2003) Customer orientation
Satisfaction trust, Immersion,

Purchase intention

Consumer

durable
Lee (2006)

Expertise, Verity, Similarity, Likeability,

Customer orientation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oman and Ruiz (2005) Ethics Satisfaction trust, Immersion

 Apparel

Hong and Lee (2009)
Appearance, Customer orientation, Expertise,

Likeability, Customer manageability
Satisfaction trust

Kim and Lee (2002)
Likeability, Customer orientation, Ethics,

Expertise, Similarity, Appearance
Satisfaction trust

Kim and Park (2003) Customer orientation Satisfaction

Oh and Kim (2006) Communication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Shin and Lim (2004)
Friendliness, Special treatment,

Expertise customer attentiveness, Effective acce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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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복판매원 역시 타 제

품판매원과는 다른 속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복

은 개화기에 유입된 서양복의 영향으로 일상복으로의

착용기회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혼례나 명절을 위한 예

복으로만 인식하고 특별한 행사 때 외에는 한복을 접할

기회가 없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과 착장 ·관리

법 등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소비자 입장에

서는 한복판매원의 의존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위험지각과 관여가 높은 보험

(Kim, 2009), 내구 소비재(Kim et al., 2006) 및 의류점포

(Kim & Lee, 2002) 연구를 바탕으로 한복판매원의 속성

을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문성, 호감도, 유사성, 윤리성,

고객지향성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고객-판매원 관계의 질

판매원은 고객에게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

한 역할을 통해 고객과 관계의 질을 형성하게 된다. 관

계의 질은 판매원과 고객 간의 관계형성 및 장래의 지

속적인 관계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Crosby

et al.(1990)와 Lee(2006)은 관계의 질을 상호관계의 정

도라 표현하고 관계지향성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만족

과 신뢰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Lee and Shim(2005)

와 Bae and Lee(2001)는 높은 신뢰와 만족은 몰입을 가

져옴으로써 관계의 질을 신뢰 ·만족과 몰입으로 구성하

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의 질에 대한 구

성요소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관계의 질

을 만족과 신뢰로 설명하고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Crosby et al., 1990; Kim & Lee, 2002; Park &

Jung, 2006; Rajaobelina & Bergeron, 2009; Wray et al.,

1994).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만족과 신뢰 간의 인과 관

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한다(Bae & Lee,

2001). 만족을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Lee, 2006;

Morgan & Hunt, 1994), 신뢰를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보

는 관점(Anderson & Narus, 1990; Park & Jung, 2006),

만족과 신뢰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관점(Crosby et al.,

1990; Kim & Lee, 2002; Kim & Lee, 2002)으로 관계의

질을 측정하였다.

만족은 특정 거래로부터 얻은 실제성과를 기대성과와

비교한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된다(Oliver, 1993). 즉 소비

자들이 실제성과를 기대성과와 차이 평가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다. Kim et al.(2006)과 Park(2010)은 고객 만족을

소비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최종 심리적 상태로서 기대

일치/불일치와 같은 인지적인 것과 인지적 처리과정 후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감정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Oliver(1997)는 고객만족을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제품의 질적인 수준보다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달려

있으며 총체적인 평가 또는 구매와 소비행위에 근거를

둔 태도라고 하였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호의적인 태도와 구전, 반복구매 혹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객이탈을 방지하고 매출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Kim & Lee, 2002; Kim

& Oh, 2002; Oh & Kim, 2006; Oliver, 1997).

신뢰는 관계형성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Doney and

Cannon(1997)은 판매원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

각된 진실성과 호의성으로 관계마케팅에서 중요하게 다

루었고(Bae & Lee, 2001) Moorman et al.(1993)도 개인

간 관계적 요인들이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판매원의 정직성,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판매원

의 의지, 친화성, 성실성, 그리고 적시성 등이 신뢰와 깊

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뢰성은 판매원과 고

객 간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선행요인으로서 고

객의 충성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Crosby et

al., 1990; Garbarino & Johnson, 1999; Schurr & Ozanne,

1985). Palmatier et al.(2006)에 의하면 판매자의 관계마

케팅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높은 판매성

과와 낮은 구매자 전환의도 등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이 판매원에 대한 관계

의 질을 높게 지각할 경우 장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

을 Crosby et al.(1990), Kim and Lee(2002), Lee(2006)

의 연구를 근거로 만족과 신뢰로 구성하여 단일차원으

로 측정하였다.

3. 관계의 질에 따른 행동의도

판매원 속성에 따른 관계의 성과는 소비자의 행동의

도로 나타날 수 있다. 행동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

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Dawn and Thomas(2004)에 의하

면 행동의도는 크게 2개의 범주로 경제적 행동의도는

반복구매행동처럼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

치는 고객행동이며 사회적 행동의도는 잠재적인 고객

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행동으로서 불평 또

는 구전과 같은 행동이다. 우호적인 행동으로는 긍정적

인 구전, 다른 사람에게 추천, 애호도 증진,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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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여 재이용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

의도를 재구매 의도와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측정하였다.

1)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

재구매 의도란 구입 또는 경험한 적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재구입하려는 의지로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나타난다(Kim, 2009). Szymanski and Henard(2001)

는 고객만족의 정도가 재구매 의도를 증가시키며 재구

매 의도는 고객애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 하였다. Reichheld and Sasser(1990)는 금융업, 보험업,

소매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객이탈

률을 5% 줄이면 서비스업을 포함한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들 모두가 25~85%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

과를 제시했지만, 호텔고객 대상으로 한 Park(2011)은 고

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에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각 분야에 따라 만족에 대한 결과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관계

의 질이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Bae, 2010; Kim & Lee, 2002; Kim & Oh, 2002; Oh &

Kim, 2006).

2) 긍정적인 구전효과(Positive word-of-mouth effect)

구전은 전염성이 강한 입소문으로 제품이나 판매자

의 특성에 관하여 소비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이다. 이는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는 바이러스 원

리로 마케팅의 중심은 마케터가 아닌 고객이다. Malcolm

Gladwell(as cited in Kim, 2005)은 “가장 성공적인 아이

디어는 마케터와 소비자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소비자

와 다른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퍼져 나간다.”라고 하

였으며, Anderson et al.(1994)은 “만족한 고객은 최상의

판매원이다.”라는 구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전을

통한 정보는 신뢰성이 높고,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

시키므로 구전효과는 라디오 광고보다 2배, 판매원보다

4배 이상, 신문과 잡지보다 7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 2009). 그러나 만족한 고객은 주변사람들에게 제

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전달하여 제품구

매를 유도할 수 있지만 불만족한 고객은 부정적인 입소

문을 전달함으로써 주변사람들의 제품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Fig. 1>

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복판매원의 속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1-1. 판매원의 전문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1-2. 판매원의 윤리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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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객

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다.

1-4.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과의 관

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1-5. 판매원의 유사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1-6. 판매원의 호감도가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구문제 2. 한복판매원과 고객과의 관계의 질이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2-1. 고객과의 관계의 질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2. 고객과의 관계의 질이 긍정적 구전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질문의 문항들

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

보완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1) 한복판매원의 속성

판매원의 속성은 전문성, 윤리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지향성, 유사성에 관한 측정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전문성은 가치 있는 정보 ·지식으로 Bae(2010),

Crosby et al.(1990), Han(2010), Kim and Lee(2002)의

연구를 근거로 재구성하여 8개 문항, 둘째, 윤리성은 행

동의 규범으로 Kim and Lee(2002), Hong and Lee(2009),

Roman and Ruiz(2005), Swan et al.(1985)의 연구를 참

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4개의 문항, 셋째, 커뮤

니케이션 능력은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Kim

(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4개 문항, 넷째, 고

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대응하는 것으

로 Han(2010), Kim and Lee(2002), Lee(2006), Roman

and Ruiz(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 다섯째, 유사성은 판매원과 유사함으로 Kim and

Lee(2002), Hong and Lee(2009)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유사성을 3개의 문항, 마지막으로 호감

도는 다정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좋은 감정을 갖는 정도

로 Kim and Lee(2002), Lee(2006), Swan et al.(1985)의

연구에서 중복문항 등 수정 ·보완하여 4개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한복판매원의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2) 관계의 질

Crosby et al.(1990), Kim and Lee(2002)의 연구를 근거

로 관계의 질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 만족은 Kim

and Lee(2002), Lee(2003), Lee(2006), Lee et al.(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는 Hong

and Lee(2009), Kim and Lee(2002), Lee(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행동의도

관계의 질에 의한 행동의도는 재구매 의도와 긍정적

인 구전효과로 측정하였다. Kim(2009), Lee(2006)의 재

구매 의도 2문항과 호의적인 말과 추천 등 구전효과 2문

항은 Lee(2006), Hong and Lee(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은 선행연구 및 Kim

and Ko(2012)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연령, 결혼여부, 수입과 직업으로 구성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은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위한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을 사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전

체적인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행하

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

다.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12월에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

들의 추출과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는 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항의 적절성을 파악한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보다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는 표본을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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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은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에 거주하면서 최근 1년 이내에 한복매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2013년 2~3월에 1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426부가 회수

되었고, 분석에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고 총 376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한복이 주로 혼례 등 예복으로서 한복에 대한 관심

과 구매력이 있는 집단은 거의 여성이라는 점과 한복매

장에서 이들을 주된 목표고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의류제품과는 달리 구매주기가 길거나 빈도

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내 경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면, 연령은 40대가 32.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50대가 29.3%, 30대가 23.4%, 20대가 12.5%, 60대 이상

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4.8%로

미혼 15.2%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은 혼례 등 주로 예

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소득으로는 400~500만 원 22.9%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 원이 22.3%, 500~600만 원 17.0%, 700만 원

이상 11.4%, 200~300만 원 10.4%, 600~700만 원 8.0%,

100~200만 원 6.1%, 100만 원 미만이 1.9%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40.2%, 사무직 17.6%, 판매 ·서비

스직 16.8%, 전문직 12.0%, 경영관리직 8.2%, 학생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한복판매원의 속성차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총 40개

문항을 투입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적

재치가 .50 미만의 문항들은 제거하였으며, 각 요인에 상

호배타적이지 못한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실시

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

인에 의한 총 분산의 설명력은 66.830%이었고, 각 요인

의 Cronbach's α계수는 .849~.927로 높은 신뢰도 수준

을 나타내었다. 요인 1은 문항구성상 전문성의 8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이 제외된 7개의 항목과 윤리성 4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판

매원의 도덕성인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 정직하

고 솔직한 상품 평가태도 등이 제품에 대한 가치 있는

전문 지식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요인

2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요인 3은 고객지향성으로 6개의 항목 중 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요인 4에서 유사성은 3개가 모두 도출되었

다. 그러나 호감도를 구성하는 3개 문항은 모두 제거되

었다. 일반 제품과는 다르게 한복은 대부분 1:1 맞춤으

로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된다. 이는 일반 의류제품(Kim & Lee, 2002), 내구

소비재(Kim et al., 2006)와 주얼리(Bae, 2010)를 대상으

로 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관계의 질은 만족 4개 항목과 신뢰의 4개의 항목 모두

하나의 인자로 도출되었으며, Cronbach's α계수는 .950

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의 문항은 재구매 의도 2문항

과 구전효과 2문항이 1개의 항목이 제거된 나머지 1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재구매 의도와 구전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충성도로 명명하여 분석한 결과 Cron-

bach's α계수가 .928로 측정항목들이 내적 일관성이 확

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847,

NFI=.897, TLI=.935, RMR=.030, RMSEA=.056, χ
2
=

1110.364(df=508, p=.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et al.

(2007)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

준이다. 적합도를 나타내는 χ
2
과 χ

2
의 확률치는 표본크

기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큰 샘플에 적

용시켰을 경우 카이자승의 확률치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Kim & Lee, 2002). 표본의 크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GFI(기초 부합치), NFI(표준 부합치) 등

을 참고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본 모형의 적합지수들은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모형의 수렴타당

도(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평균분

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복합신뢰

도(Composite Reliability; CR), 요인부하량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AVE값은 .538~.816, CR값은 .993~

.999로 모든 변수들의 값들은 일반적으로 제시한 적합도

기준(AVE; 평균분산추출 0.5 이상, CR; 복합신뢰도 0.7

이상, 요인부하량 0.5 이상)을 충족시켜 모든 변수들의

값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과 같이 나타나 측정모델에 대한 수렴타

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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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변수 및 측정변수를 포함

한 전체적 구조방정식 모형은 <Fig.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4개의 측정변수와 6개의 요인변수로

구성되었다.

한복판매원의 속성이 고객과의 만족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계의 질이 결과요인에 어떠한 영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tems
Standardized

λ
a

Cronbach's

α

AVE

CR

Expertise

x1 The salesperson was honest about the price and quality of Hanbok. .814

.927
.538

.995

x2
The salesperson honestly told the customer if a product did not

look good.
.704

x3
The salesperson explained in detail to the customer how to wash,

to manage.
.700

x4
A salesperson recommended a Hanbok that would suit the phy-

sique of a customer.
.772

x5
The Hanbok salesperson knew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Han-

bok materials, color tones, patterns, and dress making.
.761

x6
The salesperson provided honest and unexaggerated information

about Hanbok quality.
.764

x7 The salesperson was knowledgeable of Hanbok fashion trends. .724

x8
The salesperson recommended products based on customer satis-

faction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sales.
.757

x9

The salesperson provided a detailed description about wearing

and accessories as well as skillfully demonstrated these options

to the customer.

.732

x10
The salesperson answered customer questions accurately and in

detail.
.709

x11
It seemed that the salesperson had significant experience in Han-

bok selling.
.612

Communication

skills

x12
The Hanbok salesperson tried to adequately communicate infor-

mation on the purpose of a Hanbok to a customer.
.802

.874
.636

.996
x13

The salesperson explained in terms that a customer could easily

understand in comparison to other merchandise.
.815

x14 The salesperson adequately expressed their fashion philosophy. .792

x15 The salesperson adequately understood the needs of customer. .781

Customer

orientation

x16
The salesperson was very emphathetic to the desires and pro-

blems of customers.
.771

.849
.546

.993

x17
The salesperson was receptive to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the

customer.
.795

x18
The salesperson listened carefully the ideas of their clients and

showed personal interest.
.793

x19 The salesperson treated their customers with respect and politeness. .722

x20 The salesperson did not recommend products that were unnecessary. .594

Similarity

x21 The personality of the salesperson was similar to my own. .932

.903
.765

.999
x22 The appearance of the salesperson was similar to my own. .758

x23 The sense of values for the salesperson were similar to my own. .923

a
All estimations are significant at p<.01.

GFI=.847, NFI=.897, TLI=.935, RMR=.030, RMSEA=.056, χ
2
=1110.364 (df=508, p=.000), Normed Chi-square=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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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onstructs Items
Standardized

λ
a

Cronbach's

α

AVE

CR

Satisfaction ·

trust

Y1 I was satisfied with the interaction with the salesperson. .838

.950
.696

.997

Y2 I was satisfied with the service provided by the salesperson. .861

Y3 I was satisfied with the product sale by the salesperson. .845

Y4 I was pleased about the salesperson according to my expectations. .820

Y5
I was trustworthy of the words and deeds offered by the sales-

person.
.820

Y6 I trusted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alesperson. .817

Y7
I trusted and selected the Hanbok the salesperson recommerded

because they were honest.
.823

Y8 I was able to believe in the promises of the salesperson. .852

Loyalty

Y9 I will continue to purchase a Hanbok from the same salesperson. .871

.928
.816

.999

Y10 I will talk favorably to other people about the salesperson. .907

Y11
I will actively recommend and introduced the salesperson if

someone else needs to buy a Hanbok.
.931

a
All estimations are significant at p<.01.

GFI=.847, NFI=.897, TLI=.935, RMR=.030, RMSEA=.056, χ
2
=1110.364 (df=508, p=.000), Normed Chi-square=2.186

Fig. 2. Modifi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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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지 제시된 변수들 간의 상호인과성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표들은 χ
2
=1098.948

(df=511, p=.000)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

준을 살펴보는 GFI=.849, NFI=.898, TLI=.937, RMR=

.030, RMSEA=.055으로 일반적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

들과 비교해볼 때 일부 적합도 지수(GFI)가 .9에 미달하

지만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본자료의 특성과 이론적 특성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1) 한복판매원의 속성과 고객과의 관계의 질

한복판매원 속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는 <Table 3>, <Fig. 3>과 같다.

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고객지향성이 .568***(p<

.00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전문성이 .315***

(p<.0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유사성은 관계의 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판매원의 전문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들은 판매원의 전문 지식수준이 높을

수록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Bae(2010), Crosby et al.(1990), Han

(2010), Hong and Lee(2009), Kim et al.(2006), Kim and

Lee(2002) 등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특히 한복은 자주 착

용하는 의류가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색상과 소재 등에

관하여 판매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미적인 아름

다움과 더불어 색의 상징은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

특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복판매원은 일반적

인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어야 하지

만 특히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적당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의류와 귀금속, 보석 등 소비자가

위험지각을 느끼는 제품과 종류가 한정된 고급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은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특히 중요

하다고 하였다. 연구문제 1-1은 검증결과 한복판매원의

전문성은 경로계수 .315(p<.001)으로서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 고

가의 제품 또는 관여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

자들은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위험지각이 큰 한복

제품은 당초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검증결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한복을 위험지각이 높은

제품으로 인식하고 구매경험자의 권유 또는 구전을 통

하여 한복판매원의 특성을 사전에 알고 방문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객과의 원활

한 의사소통인 커뮤니케이션능력은 고객들의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Park and Jung(2006)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3의 한복판

매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복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영

향을 주는지 검증한 결과 한복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죽제품판매원을 대상으로 연

구한 Park and Jung(200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서 지각된 고객지향성은 다른 속성보다 고객의 판매원

에 대한 관계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고객지향성이 고객의 평가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Hong & Lee, 2009; Kim & Lee, 2002; Kim et al., 2006;

Lee, 2003). 따라서 한복판매원이 개별고객들에게 맞춤

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의 질을 형성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1-4의 검증결과 한복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경

로계수 .568(p<.001)으로서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판매원의 유사성은 고객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

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

구소비재를 연구한 Kim et al.(2006)의 결과와도 일치한

다. 그러나 일반 의류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and Lee

(2002)의 결과와는 상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사성은 관계 초기에만 영향요인(Ahn, 2001)으로 나

타나고 관계가 진전될수록 서로 간의 다양한 면을 선호

하거나 또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연구

문제 1-5의 한복판매원의 유사성은 두 변수 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은 판매원의 전문성과 고객지향성

(1-1, 1-4)만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커뮤니케이

션 능력과 유사성(1-3, 1-5)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성(1-2)은 문항 구

성상 전문성에 포함되었고, 호감도(1-6)는 문항 구성에

서 제거되었다. 특히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한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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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반 의류와 문화

가 체화된 한복은 강조되어야 할 판매원의 속성이 다르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Jin and Hong(2000)

의 산업과 소매형태에 따라 판매원의 속성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치한다.

2) 관계의 질과 행동의도

관계의 질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결과

<Table 3>, <Fig. 3>과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충성도로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가 .941(p<.001)으로서

관계의 질은 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Kim and Oh(2002)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은 긍

정적인 입소문과 재구매 의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im, et al.(2006),

Kim and Lee(2002), Kim and Oh(2002), Lee and Shim

(200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고객의 충성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과의 관계의 질이 형성되어야 관계

구축과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연구문제 2-1, 2-2의 검증결과 고객과의 관계의 질은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941(p<.001)으로서 고객의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복판

매원의 속성(고객지향성과 전문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객의 충성도 이어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계의 질이 고객충

성도를 높이고 고객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제시한 Burnham et al.(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판매원은 판매접점에서 고객과 직접적으

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위치이므로 고객에게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복판매원의 속성이 고객과의 관계의 질

과 그 관계의 질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

Table 3. Hypotheses test

Hypotheses path Estimate t-value Hypotheses supported

H1

a) Expertise → Satisfaction · trust .315*** 4.521 ○

b) Communication skills → Satisfaction · trust .074*** 1.198 ×

c) Customer orientation → Satisfaction · trust .568*** 8.310 ○

d) Similarity → Satisfaction · trust −.036*** −.936 ×

H2 Satisfaction · trust → Loyalty .941*** 17.481 ○

Fig. 3. Path research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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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한복업계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판매

원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

른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판매원의 속성은 고객지향성과 전문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고객과의 관계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들은 판매원이 전문성을 지

니고 있다고 판단할 때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

히 고객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전문성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요소로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감도의 측정항목이 모두 제거되어 기존 선

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판매원 속성 중 호감도가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일반 의류제품(Kim & Lee, 2002),

내구 소비재(Kim et al., 2006)와 주얼리(Bae, 2010)를 대

상으로 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는 Jin

and Hong(2000)의 연구에서 산업마다 소매형태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판매원의 속성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

도 일치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인 한복판매원은 고

객접점에서 고객지향적인 행동으로 소비자의 욕구와 감

정을 중요시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관계의 질이 충성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객은 자신이 판매원에 대해

만족과 신뢰감이 형성되면 본인의 구매결정 뿐만이 아

니라 구전과 추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판매원의 고객지향적인 판매활동은 고객들로부터 만족

과 신뢰를 증대시키고 단골고객을 확보하여 고객충성도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의 한 부류인

한복은 위험지각이 높고 고관여 상품이라는 특수성 때

문에 특히 고객과의 관계유지가 충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고객에게

외면당한 기업은 성장하기 힘들다. 판매원과 고객 간의

만족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충성고객으로 전환되어야만

기업의 판매율이 증진된다. 한복구매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충성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들의 욕구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키려는 한복업계 측면

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객의

관점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마케팅 전

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정

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문화된 프로그

램의 구축 등으로 빠른 환경에 적응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한복업

계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판매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한복판매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고객만족에 영

향을 미치므로 한복판매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교육

이 매우 중요하다. 한복판매원은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자질 외에도 디자인, 소재, 색상 및 관련

된 장신구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이를 소비자 개개

인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표현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

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설

문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표본 중 40~50대가 차

지하는 비중이 20~30대보다 비중이 커서 표본의 대표

성에 문제가 있고 표집지역도 전국이 아닌 서울과 수도

권 및 대전지역으로 국한시켜 본 연구결과를 전반적인

고객이 선호하는 한복판매원의 속성으로 일반화시키기

는 어렵다.

둘째,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

에서 제시된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한

복판매원의 속성만을 연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한복판매원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도구 개발과 한복판매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로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복점포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관계의 특성에

차이가 보일 것으로 여겨지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과 유형별로 심층적인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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