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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비자의 체면중시와 관계혜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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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ustomers' Chemyeon and Relationship Benefits on Switching 
Behavior for Apparel 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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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 switching behavior in apparel purchasing situation. As
customer switching behavior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es have focused on
how service providers acquire and sustain customers. The field of customers' switching behavior has been relatively well
researched over the years,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value(Chemy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ustomer' switching behavior to relationship benefits and Chemyeon. The sample was consisted on 182
females over 20 years old living in Ulsan and Gyungnam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reliabilit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Chemyeon was shown to reduce customer' switch-
ing behavior. Also, three factors of relationship benefits(economic benefit, social·psychological benefit, and special treat-
ment benefit) had negative effects on customer' switch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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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숙기에 접어든 패션산업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

규고객 확보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존 브

랜드의 확장, 신규브랜드의 런칭, 해외브랜드 수입증가 등으로

경쟁브랜드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의류구매자의 욕구 다양성과

개성추구 성향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상표전환이나 점포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다(오수민, 황선진, 2007).

이러한 경영환경 하에서 마케터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신규

고객 유치와 더불어 기존고객의 이탈을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는 의류구매자의 상표전환행동(오수민,

황선진, 2007; 김관일, 2002), 점포전환행동(김은숙, 2005), 전환비

용이나 대안의 매력성과 전환행동간 관계연구(Ping, 1993; 조광

행, 임채운, 1999), 소비자의 특성관점에서 전환행동을 규명하려

는 연구(Givon, 1984; Popkowski & Timmermans, 1996)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패션분야에서 소비자의 전환행동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도 남아 있다

. 첫째, 패션분야의 전환행동 연구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상표전

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패션상품 특성상 브랜드가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이기는 하나 판매원, 점포, 기타 요인도 전환행동

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패션시장에서 경쟁브랜드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브랜드간 품질차이가 축소되면서 상

대적으로 판매원과 고객간 관계문제로 발생하는 상표 및 점포

전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소비자의 전환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판매원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전환행동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고객과 판매원간 관계연구에서 고려

되어야 중요한 요소가 문화적 요소이다. 예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서구권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유교적 문화가치가 강한

한국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타인을 의식하는 소비행태

가 지배적인 집단주의적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소비자

의 경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사회비교 정보(social

comparative information),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성향(체면) 등

은 소비자의 쇼핑행동이나 판매원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mbler and Styles(1999)는 관계마케팅 개념들간 관

계연구에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권에 따라 관계특성

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판매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성변수인 체면중시와 고객이 판매원과의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관계혜택이 의류소비자의 전환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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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판매원과 고객간 대인관계를 설

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화적 특성인 체면 및 관계혜택이 고객

의 전환행동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전환행동

전환행동(switching behavior)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고

객이 현재의 판매원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의 전환행동이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과 수익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신규고객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10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최인혁 외, 2007). 또한, 고객 이탈방지는 비용절감 뿐

만 아니라 고객의 유지율을 증가시킴으로써(고객전환행동을 줄

임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Bain & Co.사는

고객유지나 충성도를 5% 향상시켰을 때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여러 산업에 적용하여 그 이익을 추정하였는데,

고객의 충성도가 5% 증가할 경우,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95%까지 이익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Reichheld, 1994).

Keaveney(1995)은 가격, 불편함, 핵심서비스 실패, 서비스 인

카운트 실패, 서비스 실패에 대한 대응, 경쟁상황, 윤리적 문제,

비자발적 전환 등이 고객으로 하여금 전환행동을 감행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Bolton et al.(2000)은 신용카드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충실도 프로그램 자

체가 고객유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품질과 관

련된 고객불평은 고객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관점에서 전환행동을 설명하려는 연구

도 시도되었다. Van Trijp et al.(1996)은 다양성 추구를 내재

적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진정한 다양성 추구행동(true variety

seeking behavior)’과 외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파생적 다양성

추구행동(derived variety seeking behavior)’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전환행동은 다양성(variety)과 새로움 추구

를 목적으로 발생되고(McAlister and Pessemier, 1982), 외재적

동기에 의한 전환행동은 재고부족과 같은 ‘상황-특성적 선호

(situation-specific preference)’때문에 발생된다(Van Trijp et
al., 1996).

국내연구로 이유리(1999)는 품절상황에서의 청바지 소비자의

상표전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상표충성도가 높고, 의류전문매

장이나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여성소비자일수록 상표전환행

동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용한(2004)은 백화점 명품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전환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고

객과 샵마스터 양자간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는 전환행

동의 원인으로 경제적 혜택, 핵심서비스 실패, 개인적 배려의

실패, 서비스 실패에 대한 대응, 개인친분관리 등 9가지를 제

시하고, 이들 중에서 경제적 혜택, 핵심서비스 실패, 서비스 실

패에 대한 대응, 비자발적 전환, 경쟁상황 요인이 고객과 샵마

스터간 전환행동 원인에 대한 지각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2.2. 체면과 전환행동

전환행동에 관한 기존연구(Keanveney, 1995; Fox, 1999;
Ping., 1993; Sharma & Ptterson, 2000; Van Trijp et al.,

1996)를 종합해 보면 전환행동의 원인은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있다. 내적요인은 기업이 통제가능한 요인, 즉

핵심서비스의 실패, 상품구색, 가격 등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발생되는 전환행동을 말한다. 외적요인은 경쟁자와 관련된 요

인과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원인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대안(경쟁서비스 또는 브랜드)의 매력성이나 전환비용

등이 경쟁자와 관련된 원인이고, 소비자 특성요인으로는 쇼핑

성향(이동대, 2002)과 다양성 추구(Van Trijp et al., 1996) 등

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연구들이 전환행동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행동은 소비자가 처해

있는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는 소비행동을 예

측하거나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적, 정

치적, 심미적 기준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사회

구성원의 행동원리에 기반이 되는 문화적 가치관은 개인의 가

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적 문화

특성과 관련하여 체면, 우리성, 정(情), 눈치, 핑계, 의례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인재, 최상진, 2002; 최상진,

2000). 이들 개념 중에서 체면은 판매원과 소비자간 관계처럼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문화적 가치관의 한 형태인 체면은 동·서 문화권을 불문하

고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개념이다(Bond & Hwang, 1986).

하지만 체면이라는 문화적 가치관은 서양문화권에서보다는 유

교문화권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Hu 1944). 체면은 유교문화권인 한국인의 대인관계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다(최상진, 유승엽,

1992). 체면이라는 개념이 유교문화권에 속한 소비자 행동을 설

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체면은 개인이 대인간 상호작용과정에서 적절하게 스스로를

내세운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관이다(이

규만, 박경규, 2001). Goffman(1967)은 체면을 개인이 사회적

으로 주어진 행위의 선상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지닐 수 있는

긍정적인 자신의 이미지로 파악하였다. 윤태림(1986)은 한국인

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체면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상

진, 유승엽(1992)도 한국인의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

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인의 체면에는 친절보

다는 자기 과시성과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동시에 사회적

의식성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대처 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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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유교문화에서 체면은 서구에서 통용되어 온 사회적 얼굴

(social face)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명예, 지위, 신분, 등의 의

미를 함축하고 있다(Choi & Kim., 1992). 특히 한국인들의 대

인관계 특징이 관계 지향적이며 행위의 이면을 중시하여(최상

진, 김기범, 2000)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된 바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따라서 체면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대우와 관련

된 자존심(自尊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에 맞는 대우 받기를 바라며, 그렇

지 않을 때 체면은 손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대

인관계에서 체면손상을 경험할 경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

어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지고 결국에는 관계단절로 귀착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체면이 잃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크게 직접적인

반응과 간접적인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반응으로

는 당혹감(embarrassment), 얼굴 붉힘(blushing), 말더듬과 같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등이 될 수 있다(김주엽, 2001). 또한 장

기적이고 간접적인 반응으로는 체면손상으로 경험하는 좌절감,

부끄러움, 심한 경우에는 적개심 등으로 인해 도피 또는 회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Lindsay-Hartz(1984)은 체면손상은

상황에서의 도피나 은둔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체면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접점의 한 형태인 판매원과 고객간 관계강화 및 전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Hu(1944)는 체면 행

동의 유형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나은 행위의 틀을 갖

게 해주는 체면세움 행위(face giving)와 상대의 체면을 잃게

하는 체면손상 행위(face threatening)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

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의 위신을

세워주는 행위로서 칭찬을 하거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의 면

모가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체면을 손상

시키는 행위는 무시하거나 무안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면모가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만약 판매원이 고객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동

을 절제할 경우, 고객의 자존감과 판매원에 대한 호감 및 친밀

도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판매원

보다는 체면을 세워주는 판매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

되어, 고객의 전환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 판매원이 고객의 체면을 중시할수록 전환행동의

도는 감소할 것이다. 

2.3. 관계혜택과 전환행동

고객과 판매원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계 파트너

들의 상호혜택이 전제되어야 한다(Berry, 1995). 지속적으로 기

존의 거래관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익을 관계혜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관계혜택은 고객이 판

매자 또는 기업으로부터 상호작용과정에서 얻게 되는 금전적비

금전적 혜택을 의미한다. 고객은 판매원과의 장기적인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대

우, 우선적 대우, 특별한 주의 또는 개인적 인지와 특별한 서

비스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관계혜택은 고객관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Smith et al.(1999)은 관계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관계적 교환 하에 있는 관계자들의 결속

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고, 조은영, 구양숙(2002)은 의류점포

이용고객의 지각된 관계효익은 판매원과 점포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주성래(2003)도 의류점

포 고객간의 장기적 관계발전 과정모델에서 관계혜택이 관계유

지, 강화에 중요한 요임을 확인하였다. 

Gwinner et al.(1998)은 관계혜택을 심리적, 고객화, 경제적,

사회적 혜택 등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혜택은 고객들이 서비

스제공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간에 걸쳐 판매원과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느낌들은 제품품

질에 대한 확신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객화 혜택은 소비자가 기업과 장기적 관

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단속적인 소비자들과 달리 받게 되는 특

별한 대우, 우선적 대우, 특별한 주의 또는 개인적 인지와 특

별한 서비스 등과 같은 혜택을 말한다. Zeithaml(1981)은 소비

자들은 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적 만족

’(optimum satisfaction)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거래관계가 장

기간 지속될수록 판매원은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를 더 잘 이해

함으로써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고객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혜택은 친밀감의 감정, 개인적 인지,

우정, 레포트(rapport),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Berry, 1995). 

사회적 혜택은 고객과 종업원간 개인적 친밀도가 높은 서비

스에서 중요하다(Gwinner et al., 1998). Goodwin(1994)은 서

비스관계에서 종종 경험하는 우정을 ‘서비스 커뮤널리티(service

communality)’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제공되는 보너스(add

but unsought bonus)’라고 하였다. 경제적 혜택은 고객이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는 금전적 혜택을 의미한다. 가격할인이나 쿠

폰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관계마케팅에서는 관계혜택이 관계지속성이나 충성도

(Berry, 1995) 그리고 상업적 우정(Price & Arnould, 1999)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혜택이 고객

의 전환행동, 현재의 브랜드나 판매원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

거나 경쟁자로의 전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혜택이 고객의 거래관계를 유지

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판매원이 제공하는 관계

혜택의 정도와 강도는 전환행동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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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즉 고객이 판매원에 대한 관계혜택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전환행동 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2 : 관계혜택은 전환행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관계혜택(relationship benefit)은 판매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

서 고객이 지각하는 유무형적 혜택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는 Gwinner et al.(1998)의 선행연구와 소비자 인터뷰 과정에

서 수집된 측정문항에 대해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검정 걸쳐 최종 12개 문항을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터뷰 자료에서 추가된 항목은

경제적 혜택 요인의 ‘유리한 가격제시’등이 추가되었고,

Gwinner et al.(1998)의 사회적 혜택요인의 하나인 ‘판매자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측정항목 등이 제외되었다. 

체면은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닌 이미지 또는 겉으로 드러나

는 모습으로, 타인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되어지

는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공적으로 내세워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면중시는 판매원이 고객의 의견이나 지위 등과 같

은 외적 명분을 높여주는 행동 과정으로 정의한다. 체면중시는

최상진, 유승엽(1992), 이규만, 박경규(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고객의 말을 항상 존중함’, ‘고객의 장점을 추켜

세움’, ‘고객이 의견이나 말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 조성’, ‘고객

앞에서 깍듯이 예를 지킴’ 등의 측정항목을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환행동은 Ping(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이용

하였다. Ping(1993)의 연구는 유통채널 거래당사자를 연구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원과 고객간 대인

관계에서의 전환행동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현재 이용하는 판매원과의 거래 중단’등의 3개 문항을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체면중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의

류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수

집은 울산, 경남 지역의 백화점 의류브랜드 매장을 이용하는 소

비자 중 판매원과 최근 1년간 2번 이상 거래관계 있는 20대

중반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8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182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은 20대가 25%, 30대가 42%, 40대 이상이 33% 등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6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분포를 보면, 주부가 37%, 전문

직(교수, 의사, 판검사, 변호사 등)이 24%로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수입은 300-600만원 미만이 55%,

600만원 이상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결과 및 논의

4.1.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항목으로 측정한 척도들의 내적일관성을 검

토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분

석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모든 연구단위들에 대한 측정항목들

의 Cronbach's α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뢰성

이 확인되었다. 

각 연구단위별로 직교회전방식에 의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연구단위별 고유값이 1이상

이었고, 요인적재량이 모두 0.711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

적 혜택요인의 측정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이 교차부하 되어 최

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후, LISREL 8.0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연구단위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상관행렬을 이용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χ2 = 235.835, d.f. =
104(p = .000), GFI = .901, AGFI = .896, RMSR = .041, NFI

= .922를 갖은 측정모델이 도출되었으며, 적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중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t값이 10.83(p < .00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을 평

가하기 위해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념 4개 모두를 각각 한 쌍씩 묶어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1로 고정시킨 제약모형의 χ2
값과 비제약모형

의 값을 비교하였다.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두 변수(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 대 고객화 혜택)의 상관관계가 1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두 변수가 같은 개념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모든 쌍에 대

한 비교에서 χ2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χ2(df = 1,

0.05) > 3.84)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성이 입증되었다. 

관계혜택요인이 Gwinner et al.(1998)이 제안한 심리적, 고객

화, 경제적, 사회적 혜택 요인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회적 혜택요인과 심리적 혜택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

다. 기존 문헌에서도 대체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고객

화 혜택으로 구분되고 있지만(윤성준 외, 2004; Gwinner et

al., 1998; 김유경, 서문식, 2006) 연구자와 연구대상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패션상품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김지연, 이은영(2006)은 기존 네가지 유형에 정

보적 혜택요인이 추가되었고, Reynolds and Beaty(1999)는 기

능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신종칠(2004)은 믿음혜택(심리적

혜택에 해당), 사회적 혜택, 특별대우 혜택(고객화 혜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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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계혜택을 구분하였다.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연구모형의 지수들이 전반

적으로 만족할만 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현실의 분석

자료와 만족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χ2=
165.835, d.f. = 87(p = .007), GFI = .941, AGFI = .952, RMSR

= .030, NFI = .980). χ2
의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으나 GFI가

.90보다 크고, AGFI도 일반적인 기준치인 .90이상이고, RMR

도 최대허용 유의수준인 0.08보다 작아 모델이 연구모형이 자

료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우선, 판매원의 체면중시가 고객의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체면중시와 전환행동의 경

로계수가 -0.32(t = -3.60, p < 0.05)로 나타나 체면중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환행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판매원이 고객의 체면을

세워주게 되면, 고객은 판매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되

어, 판매원과의 거래 중단의지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 특성상 체면이 대

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

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2000; 이규만, 박경규,

2000). 특히, 체면이 과시소비성향(한준호, 2003), 웨딩미용 소

비성향(박상룡, 김선아, 2007)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간

관계(전환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

인적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소비과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체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혜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사회심리적 혜택과 전환행동의 경로계수는 -

0.13(t = -2.02, p < 0.05), 고객화 혜택과 전환행동의 경로계수는

-0.23(t = -2.60, p < 0.05), 경제적 혜택과 전환행동의 경로계수는

-0.37(t = -4.17, p < 0.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혜택이 판매원과 고객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조은영, 구양숙, 2002)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고

객이 관계혜택을 높게 지각할수록 판매원과의 거래관계를 단절

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다. 

Table 1. 측정모델의 타당성 검증

변수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고유값

설명

변량

클론바

알파값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

오차

경제적 
혜택

가격할인

유리한 가격제시
우선적 서비스 제공

0.882
0.775
0.832

4.104 16.32 0.851
0.803

0.773**
0.767**

-
0.060
0.055

사회·
심리적 
혜택

고객 인지
개인적 친분

고객의견에 대한 지지
판매원의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

0.785
0.756
0.870
0.791

3.186 13.51 0.867

0.830
0.774**
0.687**
0.788**

-
0.061
0.067
0.055

고객화 혜
택

판매원은 나의 취향을 잘 알고 있음
개인적 요구를 매번 할 필요가 없음
단골로서 특별한 서비스 제공

0.853
0.764
0.822

2.892 11.78 0.821
0.910

0.791**
0.841**

-
0.053
0.052

체면

중시

고객의 말을 항상 존중함
고객의 장점을 추켜세움

고객이 의견이나 말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 조성
고객 앞에서 깍듯이 예를 지킴

0.730
0.801
0.711

0.773

2.304 9.01 0.772

0.875
0.941**
0.818**

0.907**

-
0.057
0.058

0.055

전환

행동

현재 판매원과의 거래 중단
다른 점포에 대한 정보탐색

다른 점포 이용

0.746
0.775
0.815

2.138 8.78 0.751
0.805

0.757**
0.889**

-
0.074
0.076

** p < .01

Fig.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p<0.05 **p<0.01 ***p<0.001



의류소비자의 체면중시와 관계혜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 905

5. 결론 및 제언

기존의 전환행동 연구가 브랜드 전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판매원과 고객간 거래관계상황에서의 전환행

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판매원과의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문제는 브랜드나 점포전환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

한 의미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판매원과 고객간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인 관계혜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객관계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프레

임에 문화적 특성요소인 체면중시가 전환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원의 고객 체면중시가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면중시가 고객의 전환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객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판매원에 대해 보다 친근

감을 느끼고, 고객도 판매원의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보답

하는 차원에서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상대

적으로 전환의도는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이 한

국인의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2000).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고객관계관리 전략수립 시에 고객의 거

래내역에 기초한 소비패턴을 기계적으로 수치화 한 데이터베이

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사회, 문화적 특성(체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최창호

, 1993)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독립감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고객응대 시에 이러한 유

형의 고객에 특히 주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혜택이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

회심리적 혜택, 고객화 혜택, 경제적 혜택이 전환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혜택은 판매원

이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과 서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개별 고객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도 데이터베

이스화 시키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고객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고객의 전환행동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환행동과 관련성이 큰 불평행동을 했을

때 언제든지 판매원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평소에 심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품지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려는 노력, 서비스 과정에 대한 설명, 서비스

제공 후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고객화 혜택의

경우,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미래

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판매원은 중요한 고객일수록 생일, 기념

일, 특별한 날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과 같은 고객관리 활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혜택 또한 고객의 전환기회

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가격할인이나 쿠폰제공

과 같은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시간절약과 같은 비금적 혜택

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관리적, 이론적 공헌에도 불구하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

특성 변수로 체면중시 변수만을 고려하였지만, 한국인 문화특

성변수로 정(情), 한, 눈치, 핑계, 의례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러한 변수들은 고객의 전환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이들 변수들이 판매원-고객간 관계, 특히

고객의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질문의 초점을 명확히 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현재 거래관계 고객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 수

집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의류점포 뿐만 아니라 타 산업

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행동에서의 체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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