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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의 경우 매원들은 고객 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표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이나 신뢰를 형성하여 장기 인 

매와 수익창출에도 매우 큰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원들의 매행 는 

다른 직종의 종업원들과 달리 업무의 성격상 많은 윤리 인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를 들면, 단기 인 매실 이나 수익을 높이기 해서 고객들에게 강압

인 매행 를 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이나 성과에 한 과장을 하

는 경우, 심지어는 경쟁업체의 기업이나 제품에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의 

비윤리 인 행 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객과의 윤리 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에 한 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고객의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

성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해 을 두고 있다. 보험서비스 기업들을 상으로 

실증 인 연구를 한 결과,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

성도 등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윤리  매행동은 구매자와 매자 계를 유지하고 발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마  리자들은 매원들이 윤리  상황을 인식

하고 한 윤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강령의 실천과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매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원들

이 윤리  매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한 보상시스템을 개발해야 하

지만, 매원들의 윤리 인 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반자에게는 한 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윤리  매행 의 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지각된 윤리  매행동,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30일   수정일: 2009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9일

* 숭의여자 학 경 과 부교수, dauphine@sewc.ac.kr  

†이 논문은 숭의여  2009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요  약>

 大韓經營情報學
「經營情報硏究」第29券 第1號 2010年 3月



146  經營情報硏究 第29券 第1號

Ⅰ. 서   론

최근에 기업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윤리  활동과 윤리  의사

결정을 경 리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리 인 기업이 

비윤리 인 기업보다 법 ․사회 으로 더 많이 보호를 받으며, 내부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향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서 소비자들에게 가치와 신뢰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주요 기능 에서도 마  분야의 주요 기능이 기업의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고객, 경쟁업체, 혹은 종업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이해 계자들과 자주 하

면서 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윤리 인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 윤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마  조사를 비롯해서, 마  

믹스요소, 마  리, 인 매 등과 련된 윤리  문제들에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그 에서도 특히 매원들의 매행 는 고와 더불어 윤리

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매원들이 많은 

다른 직종의 종사들보다 훨씬 더 큰 윤리 인 압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원들은 고객과 직 인 을 통하여 고객의 기 에 부응하며 장기 으

로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충족시켜주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

익을 창출해야 될 책임을 지고 단기 인 매목표를 바탕으로 실 달성에 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론 매우 강한 스트 스를 받을 수도 있다(Dubinsky 

et al., 1986; Bellizzi and Hite, 1989; Wotruba, 1990). 그리고 매원들은 여 

구성체계가 기업 내의 다른 직무 종사자들 보다 고정 에 비해 성과 의 비

이 높기 때문에 고객들을 매원 자신이나 기업의 목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때문에 비윤리 인 매행 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매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객과의 계에서 윤리 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매원들의 윤리에 한 문제들이 연구의 

심 상이 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매원들의 윤리  행동은 장기 인 구매자와 매자간의 

우호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Gundlach and Murphy, 1993; Romάn and Ruiz, 2005). 이에 반해 비윤리  행

동은 의도 이든 무심코 한 진술이든 간에 소비자의 불신이나 경제  손실을 

래해 거래비용 증가를 수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매원의 조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147

직에 책임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Boedecker et al., 1991). 그래서 매원의 윤리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원들의 윤리

인 행동에 한 결정요인이나 결과와 계된 실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Loe et al., 2000; McClaren, 2000). 

더욱이 부분의 서비스조직들의 경 성과는 매원들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의해서 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 신뢰

나 충성도는 매원들의 능력에 따라 많이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 으로 서비스종업원들과의 면 을 통한 고객의 지각은 고객만족이나 

고객충성도를 결정짓는 가장 요한 결정요인들 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Solomon, Surprenant, Czepiel, & Gutman, 1985, Grönroos, 1990).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서비스마 과 련된 선행연구에서처럼, 고

객 에서 인  서비스  요인에 을 두고 매원과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매원의 윤리  행동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구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지각하는 매원의 윤리  행동으로 인해 고객신뢰와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는데 있다. 그 게 함으로써, 서비스 기업

에게 어떻게 윤리  매행동을 진시킬 수 있는지와 이런 행동이 그들의 

매원에게  수 있는 정 인 결과에 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윤리적 판매행동

윤리  매행동은 흔히 특정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으로 받아들

여질 만한  정의도 없으며, 윤리 이냐 비윤리 이냐를 일률 으로 단해  수 

있는 규범도 없어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Lagace et al., 1991, 

Turnipseed,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는 개인이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도

덕  철학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더 특이

하게, 윤리  매행 는 정당한, 정직한 등과 같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사회

 규범과 련이 있다(Robertson and Anderson, 1993; Futrell, 2002; Romὰn 
and Munuer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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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행동과 비윤리  행동에 한 정의는 어떤 제안된 행동이 옳고 그름, 

선과 악, 공평  불공평, 공정  불공정하게 지각되는 정도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Hunt & Vitell, 1986). 특히 매원들의 윤리  혹은 비윤리 인 행 는 

매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매활동 과정

에서 고객  시에 매행 와 련된 고객에 한 차별  우, 고압  매

설득,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허 진술, 행  등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고객과의 거래 계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

의 부분은 매원 수 에서 시작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매원은 고객, 경쟁업체, 종업원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이해 계자들과 상호

작용할 때, 매실 이나 수익창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윤리 인 행

동을 행할 수도 있다. 인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행 는 윤리

 행동 강령을 제정해야 할 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매직 주변 

상황은 윤리 으로 타 해야 할 기회도 주어진다. 그것은 매원들의 직무수행

환경이 다음과 같은 윤리  타 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매원은 흔히 감독 이 없이 장기간 동안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직의 윤

리규정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다(Dubinsky et al. 1986). 둘째, 매원은 

다른 직종보다도 더 성과에 한 압박을 느끼고 자신의 직무를 유지하기 비윤

리 인 행 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Wotruba 1990). 셋째, 매 상은 부정직하

거나 과장해야 할 단계에 놓여 질수도 있다(Bellizzi and Hite 1989).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매원이 기업윤리 정책을 이행하거나 반해야 할 기회에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윤리  매행동은 매원이 고객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

객과의 장기 인 계를 진시킬 수 있는 공평하고 정직한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매, 경쟁업체

의 제품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효익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제품에 

한 진실한 정보 제공, 그리고 압 인 매기법 수행 등이 있다(Chonko and 

Burnett, 1983; Lagace et al., 1991; Singhapakdi et al., 1999). 반면에, 매원의 

비윤리 인 행동은 고객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단기 인 매원의 행동으로 정

의된다. 를 들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익이나 유효성에 한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것, 경쟁업체에 해서 거짓말 하는 것, 고객에게 필요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하는 것, 고압 인 매기법이나 술에 향을 미치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문의에 한 답변을 잘 모르고 해명하는 것 등이 비윤리 인 행

에 포함된다(Hoffman et al., 1991; Lagace et al., 1991; Howe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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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sey et al., 1994; Wray et al., 1994; Cooper and Frank, 2002).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익을 과장하거나 허  보증과 같은 비윤리 인 행동은 

고객과 구매자 상호간의 불신을 가져다주고 구매자를 이간시킴으로써 고객에게 

논쟁을 야기 시킨다(Boedecker et al., 1991). 그리고 윤리 인 행동은 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유지에 특히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윤리 인 행동은 

양자 간의 계에 불만족이나 불신, 부정  구  등의 부정 인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거래단 이라는 비극 인 결말을 야기 할 수도 있다. 

2. 고객만족

2.1 고객만족의 개념

고객만족의 개념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매우 한 향을 미치고 있어 

경 활동 반에 걸쳐 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분

야에서는 고객유지  확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익성개선, 정 인 구 , 

그리고 낮은 마  비용지출이라는 이 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고객만족은 마  활동의 핵심개념으로, 어떤 제품

이나 서비스가 비교  잘 수행되었는가, 혹은 사용목 에 합한가에 한 의식

 단 는 평가로서(Tse & Wilton, 1988), 일반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기 와 지각된 성과와의 기 -불일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Oliver, 1980). Tse & Wilton(1988)은 고객만족을 제품에 한 구매이 의 기

와 구매 후 실제성과 간의 지각차이에 한 소비자 반응이라고 하 으며, 

Westbrook(1981)은 고객만족을 구매 후 과정의 핵심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고객만족에 한 크게 두 가지 근방식이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객만

족을 거래특유  고객만족으로써 평가와  고객만족으로써 반  평가 

수 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거래특유  수 에서의 고객만족은 개별거래에 

한 성과를 기 와 비교함으로써 만족여부를 단하는 것이며(Hunt, 1997; 

Oliver, 1997), 반 인 평가수 에서의 고객만족은 개별거래 각각에 한 경험

들이 모여서 제품 는 서비스에 한 체 인 평가결과로서 고객만족을 결정

짓는 것이다(Fornell, 1992; Anderson and Fornell, 1994; Taylor and Baker, 

1994). 이와 같이 만족에 한 개념정의는 소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 정

의 할 수도 있고, 평가과정에 을 두고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근방법으로 개념정의든지 기업경 에 있어서 고객만족은 반복구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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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구 효과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Oliver &  

Swan, 1989, Bearden & Teel, 1993). 

2.2 고객만족의 측정

고객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일 항목을 이

용한 측정방법과 다 항목을 이용한 측정방법이 있다. 우선 단일 항목을 이용한 

고객만족 측정방법은 고객의 만족 정도를 단순하게 ‘만족 한다’에서 ‘불만족 한

다’까지 몇 개의 구간을 나 어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단일항목 척도에는 응

답이 간단하고 만족도의 부정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련된 제

반 요소들에 한 정보제공과 제반 차원의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객만

족의 복잡한 측면을 완 히 악하기 어렵다는 단 도 있다. 단일항목 측정은 

무작  오류, 특정 항목 는 방법론 인 요소로 인한 분산  신뢰성을 측정하

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일항목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측정의 타당성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 항목을 이용한 고객만족 측정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세부측정 방법이 있다. 첫째, 고객만족을 고객의 기  성과수 과 지각

된 성과수  간의 불일치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념  문제   용상

의 어려움으로 측정상 용이 제한되는 단 이 있다. 둘째, 고객의 만족정도를 

직  측정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심리계량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다. 셋째,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각 속성의 가 치를 반 하여 각 속성별 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척도의 별타당성이 하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다 항목 

척도는 비교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단일항목 척도보다 다 

항목척도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Oliver & Bearden, 1983). 

3. 고객신뢰

3.1 고객신뢰의 개념

신뢰는 긴 한 거래 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 인 요소로 평가되

고 있다. 일반 으로 교환행 가 이루어지는 마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는 서

로 간에 력과 상호의존을 하려는 기본 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신뢰라

는 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기 에 선행 으로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마 에서는 계구축을 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는 실제 고객들이 지각한 성과가 사 에 기 했던 성과와 일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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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형성되는 감정으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업

이 도움을 주리라는 확실한 기 와 기업이 고객에게 손실을  험이 존재하

더라도 그 기업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다(Moorman et al., 1992; Huff, 

2000). 더욱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 인 유형제품과 달리 구매하거나 경험하

기 에는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 한 신

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한다. 그래서 서비스기업의 경우는 신뢰를 가장 강

력한 마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는 오랫동안 거래, 산업내의 구매자- 매자 계, 유통채 , 략  제휴

에 있어서의 트 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

(Cheung and Lee, 2006). 신뢰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Dwyer et 

al.(1987)은 상 방이 원하는 조정에 해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계에 있어 비

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신뢰라고 했으며, Anderson & Weits(1998)는 미래에 

발생하는 상 방의 행 에 해 다른 일방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Moorman et al.(1992, 1993)은 신뢰는 확신을 갖고 있는 교환당사자를 

의존하려는 의지라고 하 으며, Schurr & Ozanne(1985)는 상 방의 말이나 약

속에 한 믿음과 교환 계에 있어서 상 방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 다. 련된 매상황에서 고객신뢰는 매원이 고객의 장기

인 이익을 해 일하리라는 태도로 행동할 것이라는 데에 해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확신에 찬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Crosby et al. 1990). Kennedy et 

al.(2001)은 매원에 한 고객신뢰는  매원이 고객의 이익을 해 최선을 다

해서 일하며, 친 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고객의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

다. 다시 말해서 매원에 한 고객신뢰는 고객이 매원을 일 성 있고 유능

하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이 있고 친 하게 찰된 상태로 방 간의 반

복 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 된다. 신뢰는 단지 한 번의 교환행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2 고객신뢰의 선행연구

고객신뢰에 한 선행연구는 체 으로 신뢰의 형성과 발 과정에 한 연

구(Huff, 2000), 신뢰의 정의  측정방법에 한 연구(Crosby et al., 1990; 

Moorman et al., 1993; Morgan & Hunt, 1994, Garbarino & Jonhson, 1999), 신

뢰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한 연구(Schurr and Ozanne, 1985; Ganesan, 

1994; Bendapudi & Berry, 1997; Doney & Cannon, 1997; Chaudh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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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 2001; Kennedy et al., 2001; Huff & Kelly, 2002)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Garbarino & Jonhson(1999)은 회사에 한 신뢰는 조직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신뢰에 한 고객의 확신이라고 했으며, 

Crosby et al. (1990)은 신뢰는 매회사가 고객의 장기 인 심사항이 이행되

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믿거나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Raymond(1999)는 온라인 

자상거래에서 신뢰의 선행요인들에 한 연구에서 정보의 품질, 웹 인터페이

스 디자인, 기업의 평 이 신뢰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구매자와 매자간의 교환행 가 이루어질 때, 상호간에 계발 을 

한 진요소로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Reichheld(1993)와 Morgan & Hunt(1994)의 연구에서 

신뢰는 계마 의 개발에서 요한 요인이라고 하 으며, Schurr & 

Ozanne(1985)은 소비자의 구매의도  충성도, 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에 

한 인과 계는 신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 다. Swan et al.(1988)은 신뢰는 

양 당사자 간의 상호교환과정을 크게 진시키지만 반 로 불신은 고객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신뢰

는 미래의 구매의도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며, 매자와 구매자 간의 장

기 인 계를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4. 고객충성도

4.1 고객충성도의 개념

최근 고객충성도는 고객유지, 재구매, 그리고 장기 인 고객 계 형성 측면에

서 지속 인 경쟁  이 을 가져다  수 있는 요한 원천으로 인식되어져 왔

다(Sasser, & Schlesinger, 1997; Woodruff, 1997; Ganesh, Arnold, & Reynolds, 

2000; Heskett, Rust, Zeithaml, & Lemon, 2000). 특히 보험이나 융 등의 서비

스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충성도를 통해 수익성증 를 지속 으로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도 상 으로 유치비용이나 서비스비용이 

낮아 기업의 이익기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이나 융 서

비스 종업원들은 단기 인 개별거래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친 한 고객 계를 

형성하고 장기 으로 유지하기 한 계마 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Grönroos, 1984; Morgan & Hunt, 1994).

고객충성도는 매우 포 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도 학자들에 따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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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고객충성도에 한 선행연구자들의 을 살펴

보면, 크게 행동   태도  근방법, 그리고 통합  근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Dick and Basu 1994). 첫째, 행동  근방법은 고객충성도를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에 한 반복구매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태도  근방

법은 고객충성도를 특정 제품  서비스에 한 선호도 는 심리  몰입으로 

정의하 다(Andreassen and Lindestad, 1998; Mittal & Lassar, 1998; Gerpott 

et al., 2001; Lee and Cunningham, 2001). 이런 근방법에서는 고객충성도를 

구매의도, 즉 미래의 구매가능성으로  악하고 있다. 셋째, 통합  근법은 고

객충성도를 소비자의 태도 ․행동  구성요소를 포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Dick and Basu, 1994; Macintosh and Lockson, 1997; Pritchard et al., 

1999; Ruyter et al., 1999).

4.2 고객충성도의 측정

고객충성도의 측정은 그 개념을 어떤 근방법에서 악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일반 으로 행동 ․태도 ․통합  측정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동  측정방법은 고객충성도를 재구매 빈도, 특정 랜드에 한 장

기  선택확률, 상표 환행동 등으로 측정하려는 방법이다. Tellis(1988)는 재구

매 빈도 는 동일 랜드 선택 비 을 충성도 측정에 이용했으며, Newman & 

Werbel(1973)는 특정 랜드만을 재구매하며, 그 랜드만을 고려집합군에 넣고 

다른 랜드에 한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 다. 이런 방법은 측정의 객

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소비자행동의 결과에만 을 두고 소비자

의 의사결정 상황이나 과정은 무시했다는 한계에 한 문제 이 있다. 

둘째, 태도  측정방법은 고객충성도를 측정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구체

인 측정변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Andreassen and Lindestad(1998)

은 재 구매의도와 정  구 , Gerpott et al.(2001)은 재 구매의도와 추천, 

Mittal & Lassar(1998)는 환의도, Lee and Cunningham(2001)은 재 구매의도

를 고객충성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에서는 고객충성도에 한 심리  

형성과정을 악할 수 있는 반면, 호의 인 태도가 항상 미래에 실제 구매행동

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다.

셋째, 통합  측정방법은 행동  측정방법과 태도  측정방법을 종합한 것으

로, Dick and Basu(1994)는 고객충성도를 호의 인 태도와 반복구매행동으로 

측정하 으며, Macintosh and Lockshin(1997)은 고객의 태도, 재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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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로 측정하 다. 이러한 통합  근법은 고객충성도를 소비자의 행동

․태도  구성요소를 포 하는 개념으로 악하여 이 두 요인들을 모두 측정

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의 모형

부분의 서비스기업들의 마 활동에서 매원의 인 매와 련된 윤리

인 문제는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심의 상이 되어 왔다. 

매원은 업무특성상 고객과 직 을 통하여 매수익을 올리고 조직이 목

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객의 기 를 충족시켜 

만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업무특성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은 흔히 윤리

인 갈등에 직면하게 되며, 더욱이 업무상 발생하는 윤리 /비윤리 인 행동들로 

인해 고객의 만족이나 신뢰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원과 고객 간의 거래 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

인 행동이 고객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그래서 매원의 인 매 활동과정에서 느끼는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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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설설정

1.2.1 지각된 윤리적 판매행동과 고객만족

윤리  매행동과 고객만족 간의 향 계에 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 에서는 Olive & Swan(1989)은 매원에 한 

고객만족은 고객이 윤리  매행동과 련된 거래에서 공평했다고 느 을 때 

증가한다고 했으며, Kennedy et al.(2001)은 고객만족이 윤리 인 매행동의 

일환인 압  매 술과 정(+) 인 련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윤리

인 매행동과 련해서 Romàn(2003)은 윤리  매행동과 회사에 한 고

객만족 간의 계에서 유의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핵심서비스에 

한 고객만족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gace et al.(1991)는 제약

산업에서 매원의 윤리  매행동이 구매자와의 계의 질  만족에 강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màn & Ruiz(2005)는 매원의 윤리

인 행동이 매원에 한 고객만족에 정(+) 인 향 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고객에 의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것이다.

1.2.2 지각된 윤리적 판매행동과 고객신뢰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서비스제품의 무형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경험하기 에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험요소를 인지해야 하기 때

문에 효과 인 서비스마 은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한 신

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이나 매원의 윤리  행동에 따라 향

을 받을 수 있고 고객만족에도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인 계가 요

구되는 상황에서는 트 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peckman, 1988). 이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Beatty et al.(1996)는 고객신뢰가 윤리  매행동의 구

성요소인 매원의 정직한 행동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Kennedy et al.(2001)은 매원이 윤리  매행동의 일환인 압

인 매 술을 이행할 때 고객신뢰가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했다. 반면에 

Holden(1990)은 비윤리 인 행동으로 알려진 고압 인 매 술은 회사나 매

원에 한 신뢰를 신장시키는데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 고객과의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종사자들은 조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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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확인하고 형성해야 한다. 만일 그 지 않으면 평 을 손상시키고 궁극

으로 신뢰를 무 뜨릴 수도 있다(Zeithaml & Bitner 2000). Wray et al.(1994)는 

융서비스고객들에 의해 지각된 윤리  매행동은 매원에 한 고객신뢰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윤리 인 매행동과 회사에 한 고객신뢰 사이에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서비스상황에서 매원의 

요한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즉, 최고 일선의 서비스 종업원들처

럼 매원은 고객의 시각에서는 조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Zeithaml & 

Bitner 2000). 결과 으로 매원의 행동이 고객에게 윤리 으로 지각된다면, 조

직도 마찬가지로 윤리 으로 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에 한 

고객의 지각은 회사에 한 지각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anesh et al. 

2000). Romàn & Ruiz(2005)는 매원의 윤리 인 매행동이 매원에 한 

고객신뢰에 정(+) 인 향 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객에 의

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과 고객신뢰 간의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라고 기 한다. 

가설 2 : 고객에 의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고객신뢰에 정(+)의   

           향을  것이다.

1.2.3 지각된 윤리적 판매행동과 고객충성도

서비스 기업과 련된 고객충성도는 주로 서비스품질과의 향 계에 한 

연구들이 주로 범 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Dick and Basu, 1994; Lee and 

Cunningham, 1996). Dick and Basu(1994)은 고객충성도 리를 한 핵심요소

로 서비스품질을 고려하 으며 그 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연구에서 고객

충성도는 서비스 기업이나 랜드와 지속 인 계를 유지하거나 다른 소비자

들에게 추천하려는 고객의도의 결합으로 개념화하고 있다(Bloemer and Kasper 

1995; Bloemer and de Ruyter 1999; Singh and Sirdeshmukh 2000).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과 고객충성도 간의 계 연구에서 Trawick 

et al.(1991)은 산업구매자에 의해 비윤리 인 것으로 지각된 매원의 행동이 

그 매원에 의해 제시된 기업을 선택할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Whalen et al.(1991)은 매원의 비윤리 인 행동에 한 소비자의 

지각과 구매의도 간의 부(-)의 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고객의 지각

된 윤리  매행동은 고객충성도에 정(+)의 계가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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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 고객에 의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고객충성도에 정(+)의  

           향을  것이다.

1.2.4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간의 향 계 연구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에서 

연구가 되어 논의되어 왔다. 연구자에 따라 만족을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Morgan & Hunt, 1994; Garbarino & Johnson, 1999)과 신뢰를 만족의 선

행요인으로 보는 (Anderson & Narus, 1990; Johnson et al., 2003)으로 크

게 별될 수 있다. Romàn(2003)과 Romàn & Ruiz(2005) 등은 지각된 윤리  

행동이 고객만족과 고객신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만족을 신뢰의 선

행요인으로 보았으며, Morgan & Hunt(1994)는 신뢰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만족이 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 반면에 Anderson & 

Narus(1990)는 신뢰가 쌓일수록 만족이 더 가 된다고 하면서 신뢰를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Johnson et al.(2003)은 고객이 구매자와 

매자 간의 계에서 신뢰수 을 높게 지각할수록 매원에 한 만족수 이 

더 높아진다고 했다.

이와 같이 만족과 신뢰간의 인과 계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고객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 서비스 고객의 만족이 고객신뢰에 정(+)의 향을  것이다.

1.2.5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간의 향 계와 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고객만족

은 구매 후의 평가를 조정하며, 재 구매의도 뿐만 아니라 구매 후 태도에도 

확실하게 련이 있다고 했다(Olive 1980). Zeithaml er al.(1996)은 만족한 고객

들은 보다 강한 재 구매의도를 가지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간의 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Reynolds and Arnold(2000)은 상 에 한 고객만족이 매

원과 상 에 한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 계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nes et al.(2000)는 은행과 헤어샵 고객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핵심서비스에 한 만족이 재구매의도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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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Moutinho & Smith(2000)은 은행고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은행에 한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의미있는 정(+)의 

향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직 인 향 계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2.6 고객신뢰와 고객충성도

구매자와 매자 간의 신뢰는 매우 요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지만 고객신뢰

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Morgan and 

Hunt(1994)는 랜드신뢰가 랜드충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Chow 

and Holden(1997)은 마 채 에 한 실증 인 연구에서 고객신뢰가 고객충

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Romàn(2003)은 융서비스 매원과 

고객 간의 계연구에서 회사에 한 고객신뢰가 회사에 한 고객충성도에 정

(+) 인 향 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Chen and Mau(2008)은 매원에 한 고

객신뢰와 회사에 한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에

서 둘다 정(+) 인 향 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직 인 향 계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 : 고객신뢰는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윤리  행동과 비윤리  행동은 어떤 제안된 행동이 옳고 그름, 선과 악, 공

평  불공평, 공정  불공정하게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Hunt & 

Vitell, 1986). 고객에 의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Lagace et al.(1991), 

Romàn(2003), Romàn & Ruiz(2005)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융산업에서 직면

하게 되는 가장 큰 윤리 인 문제들을 반 한 5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성하 다. 

고객만족은 일반 으로 고객의 사 기 와 지각 사이의 불일치 함수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일반 으로 고객만족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과정  정의를 주

로 활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객들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서비스

를 이용한 이후 그 결과에 한 만족정도를 측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설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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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개발은 Oliver & Swan(1989), Parasuraman et al.(1991), Spreng et al.(1996), 

Romàn(2003), Romàn & Ruiz(2005)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6개의 항목으로 구

성하 다.

고객신뢰는 실제 고객들이 지각한 성과가 사 에 기 했던 성과와 일치했을 

때 형성되는 감정으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업이나 

매원이 도움을 주리라는 확실한 기 와 만일 고객에게 손실을  험이 존

재하더라도 그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다(Moorman et al., 1992; 

Huff, 2000). 고객신뢰는 Kennedy et al.(2001), Sirdeshmukh et al.(2002), 

Romàn(2003), Johnson & Grayson(2005), Romàn & Ruiz(2005) 등의 연구를 바

탕으로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고객충성도는 행동 ․태도 ․통합  근방법 등 그 개념을 어떤 근방법

에서 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행동 ․태도  근방법을 모두 포

하는 통합  근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고객충성도

는 Dick & Basu(1994), Macintosh & Lockshin(1997), Sirdeshmukh et al.(200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개념의 모든 설문항목은 리커트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정말 

그 다)로 측정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험서비스 이용자들의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을 이용하여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등과의 련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Ⅳ. 실증분석과 결과

1. 조사설계와 응답자 특성

실증분석은 매원의 윤리  행동과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등에 

한 이론 인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 로 가설을 검증하기 해

서, 실증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하 다.

실증조사 분야는 융서비스 업종에서도 특히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에 매

원의 윤리 인 매행 가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과 장기 인 신뢰에 요한 

향 요소라고 단된다. 그래서 표본조사 상은 서울시와 여타 수도권을 심으

로 생명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상으로 총 350명에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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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로그

램과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로그램인 AMOS 6.0을 이용하여 가설검

증을 한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는 회수된 설문지 명보성실하게 

응답한 28명을 제외하고 322명의 자료만을 이용하 다. 자료수집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69.4%, 여성이 30.6%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30  45.4%, 40  27.8%로 상 상으로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 직업에서는 자 업 18.0%, 회사원 58.7%로 회사원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보험가입경력을 보면, 5년 미만 19.0%, 7년 미만 19.4%, 10년 미

만 21.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여

223

99

69.4%

30.6%

연령별

20

30

40

50  

60  이상

61

146

90

22

3

19.0%

45.4%

27.8%

6.9%

0.9%

직업별

자 업

회사원

문직

주부

학생

기타

58

189

21

26

6

22

18.0%

58.7%

6.6%

8.2%

1.7%

6.8%

보험가입

경력

1년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15

54

61

62

69

46

13

4.7%

16.9%

19.0%

19.4%

21.5%

14.4%

4.1%

표본 총 합계 100%

2.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하여 측정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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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인                 질문사항                 Factor    아이겐     신뢰  

                                                  Loading     값    분산   계수

         매를 해 상품이용성에 해 거짓말 함*  .834 

 윤리   내게 합하지 않을지라도 매압박을 함*   .814

  매   고객의 질문내용을 잘 모르면서 응답함*     .753      5.246  43.688  .863

  행동   매를 해 경쟁상품에 해 거짓말 함*    .746            

         상품을 지나치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함*     .633      

         매원은 유능하고 문 임                .849

         매원은 정직하고 솔직함                  .795      

  고객   매원은 신뢰할 수 있음                   .741      2.525  52.164  .821

  신뢰   이 회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음             .672

         이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음  .619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그리고 공분산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연구구성개념들의 개념타당성과 별타당성

을 확인하기 하여 첫 번째 단계로서 측정변수들을 축약하는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축약된 요인들의 평균값을 연구구성개

념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

는지에 한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AMOS 6.0 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1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

측정변수에 한 탐색 인 요인분석은 각 개념별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의 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하여 직각회 방식을 이용하 다. 변

수인 매원에 한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과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

객충성도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은 

재량이 .4이상, 아이겐 값은 1이상 되는 측정변수들로만 구성되었다. 각 요인

들의 측정문항 에서 고객만족 1문항, 고객신뢰 3문항, 고객충성도 2문항이 

각각 제거되었다. 2차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결과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개념타당성을 나타내는  분산비율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뢰성 측정을 한 신뢰계수(Cronbach's α)에서 각 요인들 모두에서 0.7이상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에 한 개념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축약된 요인들의 평균값은 변수를 

설명하기 한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표 2> 변수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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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원과의 빈도는 함              .836 

         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 에 만족함    .787 

  고객   이 회사의 매원과의 거래 시에 만족함     .736      1.260  64.621  .835  

  만족   이 회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658

         이 회사의 반 인 서비스에 해 만족함   .598

         장래에 이 회사와 계속 거래하려고 함       .810 

  고객   주변사람들에게 이 회사와 거래 추천할 것임 .703

 충성도  회사의 좋은 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함  .659      1.092  73.583  .769

         보험 계약시에 이 회사를 우선 선택할 것임  .516

구 성 개 념

CFA

이

항목수

CFA

이후

항목수

GFI AGFI RMSR NFI χ²  P

윤리  

매행동
매원의 윤리성 5 5 .985 .943 .028 .972 8.053 .015

고객

만족
서비스/거래 만족 5 4 .986 .932 .030 .953 9.603 .006

고객

신뢰
신뢰/정직/믿음 5 4 .931 .945 .019 .947 1.435 .483

고객

충성도
거래유지/추천 4 3 1.000 - .000 1.000 .000 -

*(-)측정을 요구하는 문항이며, 수 높을수록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높음 

2.2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거친 측정항목들에 해서는 단일차원성을 

검정하기 하여 각 개념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결

과, 각 요인들의 항목에서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항목들로 고객만족 1문항, 고

객신뢰 1문항 그리고 고객충성도 1문항 등이 있어서 각각 제거되었다. 각 개념

들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에 한 최종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

다. 최종분석결과에서는 합도 평가기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변수별 확인  요인분석 결과

2.3 타당성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한 후에,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들 사이의 별타당

성과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단  체의 측정모형

을 분석하 다. 

별타당성 검증은 각각 다른 연구단  간에는 측정결과에 있어 상응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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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개념간 상 계

        1             2                3                4

윤리  매행동 1.000

고객신뢰    .403** 1.000

고객만족    .445**   .684* 1.000

고객충성도   .528*   .695*    .563** 1.000

구성개념 신뢰성        .843            .822            .853              .779      

Cronbach's α          .863            .802            .814              .741      

분산추출값(AVE)       .634            .652            .592              .514      

모델 합도 χ2=123.257(d.f=96, p=.073), GFI=.923, AGFI=.892, NFI=.879, CFI=0.921, 

RMR=.049,

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를 해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각 개념들 간의 상 계가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계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계수 행렬을 통해 95% 신뢰구간(Φ± 2SE)으로 계산하여 

그 값이 1.0이 포함되지 않아서 구성개념들 간에 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 연구단  체의 측정모델의 분석결과, 모델 합도(χ²=123.257, df=96, 

p-value=.073, 그리고 기타 부합치에서도 GFI=.923, AGFI=0.892, NFI=.879, 

CFI=0.921, RMR=0.049)가 수용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나 실제자료가 분석모형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그리고 척도들이 해당 구성개념들에 한 표

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구성개념 신뢰도는 일반 으로 추천기 치인 .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ronbach's α에서도 모든 연구단 에서 .741이상으로 높은 신

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연구단 의 일차성을 검증하기 한 평균분산

추출값(AVE)은 추천기 치인 .5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항목들은 해당 구성개념들에 한 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반

으로 각 연구단 는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4> 연구단 에 한 측정추정치 결과

 * : p<.05,  **: p<.01, 

3. 연구가설의 검증결과와 논의
  

측정모형 분석에서 별타당성과 집 타당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 들 간의 

공분산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2>와 <표 5>와 같이, χ²=119.312, d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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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953, GFI=.917, AGFI=.902, NFI=.889, CFI=.918, RMR=0.042 등의 지

수를 갖는 구조모형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모델의 구성개념간의 경로 계에

서는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1을 검정하기 한 분석결과, 외생변수인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

행동(γ11=.356, C.R=4.671, p<.05)을 나타내는 요인이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이 되었다.

한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신뢰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에 한 가설검증을 살펴보기 해, 우선 고객의 지각

된 윤리  매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이 고객신뢰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결과, 지각된 윤리  매행동요인이 고객신뢰에 직 인 경로를 

통해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21=.179, C.R=2.103, 

p<.05). 그리고 고객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객신뢰에 미치는 간 경로에

서도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11=.356, C.R=4.671; 

β21=.575, C.R=11.721, p<.05; γ11β21=.205).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체효과 :γ21 + γ11β21=.38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험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시키려는 기업의 경우에, 매원들의 윤리  행동은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고객신뢰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한 가설검증을 살펴보면,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 계에서는 직 인 경로에서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γ31=.184, C.R=2.739, p<.05). 그리고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과 고객신뢰를 거쳐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간

인 향 계(γ11=.356, C.R=4.671; β21=.575, C.R=11.721; β32=.392, 

C.R=3.432, p<.05; γ11β21β32=.080)와 고객신뢰를 거처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간 인 향 계(γ21=.179, C.R=2.103; β32=.392, C.R=3.432, p<.05; γ21β

32=.070), 그리고 고객만족을 거쳐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간 인 향 계

(γ11=.356, C.R=4.671,; β31=.385, C.R=9.145, p<.05; γ11β31=.137)를 살펴본 결

과, 이들 간 인 경로에서 정(+)의 유의 이 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

설3이 채택되었으며( 체효과: γ31+γ21β32+γ11β21β32+ γ11β31=.471), 이는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많은 선

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객만족이 고객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에 한 

가설검증을 살펴보면,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간의 직 인 향 계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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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났다(β21=.575, C.R=11.721, p<.05). 그래서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그리고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5에 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직 인 경로에서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1=.385, C.R=9.145, p<.05). 그래서 가설5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6에 한 가설검증을 살펴보면, 고객신뢰와 고객충성도 간의 향 계

에서(β32=.392, C.R=3.432, p<.05)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유의 으로 직

인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충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만,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라는 매개변수를 거쳐서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결과

<표 5> 연구가설에 한 검증결과

가설 경    로 인과계수
(Estimate)

표 오차
(S.E)

 기각비   
 (C.R) 결과

H1  윤리  매행동 → 고객만족 .356 .076 4.671* 채택

H2  윤리  매행동 → 고객신뢰     .179     .085   2.103* 채택

H3  윤리  매행동 → 고객충성도 .184 .067 2.739* 채택

H4  고객만족 → 고객신뢰 .575 .049 11.721** 채택

H5  고객만족 → 고객충성도 .385 .042 9.145** 채택

H6  고객신뢰 → 고객충성도 .392 .114 3.432* 채택

주) C.R값이 ± 1.96 이상인 경우 채택,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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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부분의 기업들은 고객과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기업들의 경우는 계속 인 교환활동과 상당한 

구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매원과 고객 간의 긴 한 계 유지는 매출액

과 수익증진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매원들의 행동이 직 으로 고객과의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계를 형성시키는 데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토 로 본 연구는 고객에 의해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이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향 계가 있는지에 

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매원의 윤리  행동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한 검증은 매원의 윤리  행동과 고객만족 

간의 유의한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고객과의 직

 하는  종업원들의 행동은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고객만족과 고객신뢰 간의 향 계는 학자에 따라 주장이 상반되지만,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체로 거래 기에는  고객만족이 신뢰를 선행하

는 요인으로 보는 (Garbarino & Johnson, 1999; Morgan & Hunt, 1994)과 

거래 당사자 간의 장기 인 거래 에서는 신뢰를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Anderson & Narus, 1990; Johnson et al., 2003)으로 크게 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족과 신뢰간의 인과 계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에

서 논의되고 있지만,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고객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이 고객신뢰를 선행하는 요

인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한, 고객의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고객만족에

도 직 인 향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에 한 검증에서도 직 인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의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한 검증은 직 인 경로에 정

(+)의 향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과 고객신뢰를 매개변수로 해서 고

객충성도에 향을 주는 간 인 경로도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고객만족이 고객신뢰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에 한 검증

에서도 직 인 정(+)의 향 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각된 매원의 윤리  

행동이 고객만족을 매개변수로 하는 고객신뢰와 정(+)의 유의한 간 인 향

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직 인 향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167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에 한 검증에서도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정

(+)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에 향 계(가

설 6)는 많은 선행연구에서처럼 의미있는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비스 기업에서 매원과 고객 간의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원의 윤리 인 행동은 

양자 간의 고객만족과 고객신뢰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데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 매원의 윤리  매행동이 보험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과 고객신뢰의 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고객충성도에 크게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 서비스 기업들은 고객과 장기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

난 바와 같이, 지각된 윤리  매행동은 구매자와 매자 계를 유지하고 발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마  리자들은 매원들이 

윤리  상황을 인식하고 한 윤리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강령

의 실천과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매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원들이 윤리  매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한 

보상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만, 매원들의 윤리 인 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반자에게는 한 징계조치를 취하면서 윤리  매행 의 요성을 강조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고객의 지각된 윤리  매행동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등에 미치는 향 계를 검토하는 실증  연구

로서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 고객몰입 등의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둘째, 조사 상을 생명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들을 상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제품범주에 일반

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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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of Perceived Ethical Sales Behavior 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Park, Jong-Oh**

In most service organization, salespeople are the most visible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Salespeople are exposed to greater ethical 

pressures than individuals in many other jobs. In this context, the 

salesperson's ethical behaviour can play a critical role i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long-term buyer-seller relationships. Moreover, it can even 

generate liability problems for salespeople's organizations through both 

intentional and inadvertent state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role of ethical 

sales behaviour, as perceived by customer,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alesperson and the customer.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ethical sales behaviour,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by the following: 

First, perceived ethical sales behaviour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customer trust and customer loyalty. Third, 

perceived ethical sales behaviour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customer loyalty through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trust. 

Therefore, These finding will spawn both academic and practitioner interest 

in the salesperson's ethical sales behaviour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important area.

Key Words : ethical sales behaviour,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customer loyal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Eui Women'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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