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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호텔은 고객과의 장기 인 계를 지속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여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고객충성도  재구매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고자 제주도에 소재한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이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해 느끼는 능력, 유사성이 고객충성도와 재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조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리조트 호텔을 방문할 때 종사원들의 능력과 유사성이 고객으로 하여  

반복 인 구매행동의 원인인 고객충성도와 미래에도 반복 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재구매의도에 있

어서 직 인 향을 미치는 요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 로 호텔종사원의 일 성은 리

조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휴양지에서 새로운 흥

미와 심을 갖고자 하는 리조트 호텔의 고객성향을 비추어 볼때 고객충성도와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대인신뢰∣고객충성도∣재구매의도∣

Abstract

Hotel should provide customers with trust and satisfaction through a long-term relationship 

to receive a loyalty from them.  In this study, we interviewed resort hotel customers in Je-ju 

island to find out how an interpersonal trust affects customer's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Through this research, we found out the customer's feeling on employees regarding their 

abilities and similar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ustomer's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while the consistency of employees has a negative effect. For the customers who're interested 

in resort area with curiosity and new concerns, consistency is negative affected factor to 

customer 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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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갈수록 심화되는 격심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경쟁우 를 가진다고 

여기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한 일환으로 고객과 

서비스 종사원간의 계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최근에는 새로운 

호텔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호텔 기업들간의 경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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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경쟁 속에서 호텔

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새로운 상품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호텔기업은 단기 인 에서 일회  거래의 성립

보다는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 보다 장기 인 

에서 고객으로부터 만족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과 우호 인 계를 지속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3]. 특히 리조트 호텔은 고객의 부분이 단순히 숙박

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에 체재하면서 휴양을 하거나 

오락을 추구하는 목 이 크며 일반 인 상용호텔의 고

객과는 달리 호텔에 체재하면서 가족의 일원처럼 우

받기를 원하며, 호텔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

을 갖기를 원한다[4]. 이러한 특성 때문에 리조트 호텔 

종사원들은 상용호텔의 종사원들과는 달리 고객과의 

계가 더욱 개인 이고 우호 일 수 밖에 없다. 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반드시 고객으로

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강조하고 있다[5].

이와 같이 호텔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

기 해 고객과의 계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

분의 호텔기업들은 고객들이 어떠한 인식구조에서 호

텔에 해 신뢰를 갖게 되는지에 한 심보다는 단순

히 고객만족이나 고객감동을 구 하기 한 일반  

근방법에 치 하여 왔다[6].고객과의 장기 인 계를 

지속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여 충성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들로 하여  호의 인 구 , 이탈방지, 효율 인 고

객창출 비용, 그리고 호텔기업의 궁극 인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요성에 한 범 한 인식[7]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이론  정립이 부족하고 특히 실증연

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특히 국내에서

는 인간 신뢰에 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며[8] 인

간 신뢰 계의 요성에 한 인식은 있어왔으나 고객

과의 계가 어느 산업보다 요한 호텔산업에서 인

신뢰와 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주5일 근무의 확

산과 여가시간의 증가, 웰빙에 한 심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리조트 호텔에 한 심이 증가하는 

실속에서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과 호텔 

종사원간의 인신뢰에 한 사회과학이론들을 토 로 

신뢰의 본질과 역할에 하여 고찰하고, 리조트 호텔 

고객의 종사원에 한 신뢰를 형성하는 다양한 변수들

을 찾아 인신뢰의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 요인들이 고

객충성도와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대인신뢰

신뢰의 정의는 믿음, 행동, 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

로 정의되는데[9][10], 신뢰란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을 정 으로 기 함으로써 기꺼이 그들을 믿고

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거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의 행동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모니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상

없이 다른 구성원이 신뢰자에게 요한 특정한 행동

을 할 것이라는 기 ”라고 하 다[11]. 일반 으로 신뢰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은 개인 으로 구성원

에 한 인신뢰와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는 조

직신뢰가 있다[12]. 인신뢰는 고객들이 종사원을 믿

고 기꺼이 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자

신에게 해가 되기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바탕으로 한다[13].

인신뢰에 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소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자들이 신뢰는 심리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Barder는 신뢰의 기능을 크게 행 자들과 체계들에게 

사회  질서유지와 인지 이고 도덕  기 들 간의 지

도를 제공하는 일반  기능, 사회  통제기능, 그리고 

공유가치의 표   유지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사회 ․조직  계에서 험을 수용하여 사회

․경제  계에서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고 하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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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충성도 및 재구매의도

2.1 고객충성도 

마 이나 소비자 행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고

객유지는 소비자의 구매형태의 하나로, ‘고객유지’라는 

용어는 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상표에 한 계

속 인 태도가 구매자 행동에 특별한 향을 미친다”라

고 Copeland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고객유지는 

랜드, 상품, 혹은 회사와의 성숙된 심리  계를 요

구하는 고객충성도와[14], 태도의 향 인 주요 요인

인 인지 , 감정 , 평가 , 기질  요인에 기 한 반복

구매를 의미하는 재구매의도가 있다[15].  

고객충성도에 하여 Oliver는 “마  능력, 타인의 

향 등 여러 가지 주 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

품이나 서비스로 환하지 않고 계속 으로 특정 랜

드나 상품을 미래에도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의 헌신“이

라고 정의하 다[16]. 많은 연구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후 매우 만족하게 된 고객들은 충성스런 고객이 

될 수 있으며[17], 만족도는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주

요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었다[18][19]. 한 Beatty의 연

구에서 장기 인 계를 지속하는 고객들은 사회 인 

측면에서 매원들과 친숙해지고 고객과 매원간 강

한 우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20] 만족은 충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Sheth와 

Parvatiyar의 연구에서도 고객은 마 터 혹은 종사원들

과 지속  유 계를 통해 충성도를 형성하고 제품선

택에 따른 험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21]. 따라서 충성도는 소비자가 특정상

표를 꾸 히 구입하는 일 성의 정도를 의미하며[22],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하여 

반복 인 구매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해 정(+)의 태도  경향을 가지거나 동일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 자만을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하

게 된다[23].

2.2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를 반

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24] , 고

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뿐 아니라 재구매 의도나 상표

환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일반 으로 정 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 그리고 연속  구

매행동에 향을 미치는 만족과 불만족 형성에 한 인

지  모델을 제시한 연구에서 반복된 구매행동은  단

계 의도에 의해 향을 받고 환행동은 불만족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 으며[26] , 인지 부조

화 이론을 도입하여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간의 계

를 연구한 결과, 향이 약하다는 것을 밝 내었다[27]. 

따라서 무형성, 이질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소

멸성의 특성을 지닌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유지가 매우 강조되며, 이는 고객이 서

비스를 받기  서비스를 평가하기 어렵고 동일한 품질 

제공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형의 제품보다 서비스를 평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러한 어려움을 감소시

키기 해 고객은 서비스가 좋았던 기업이나 종사원과 

거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설설정

고객의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뢰는 계설정 이

후 고객의 태도와 평가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정 인 인신뢰가 고객유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zepiel & Gilmore는 몰입, 정  태도, 사 지식, 

일치감, 믿음 등을 서비스 충성도의 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형의 제품보다 고객에게 

더 충성 인 유 를 가지고 있으며 무형성, 이질성, 상

호작용 유지성으로 구성된 서비스 특성이 인간 상호

작용에 기회를 제공해 다고 주장하 다[28]. Ganesan

은 고객유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고객과 종사원 계

에서의 환경  불확실성, 거래-특수 투자, 평 , 만족과 

한 계가 있는 상호의존성이라고 주장하 다[29]. 

한동균은 고객 충성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게 실시하는 

지각된 계  노력과 서비스 품질의 신뢰라고 주장하

다[30]. 그리고 Deutsch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데 따르는 험부담이나 불확실성을 

이기 해 재 서비스 제공자에 한 높은 충성도와 

미래에 한 기 가 고객충성도 형성에 많은 부분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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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주장하 다[31]. Ganesan은 구매자와 매자

와의 계에 있어서 신뢰가 장기 지향성에 향을 미치

며, 특유한 자산에 한 지각, 반복구매, 구매 경험, 만

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고객의 종사원에 한 신

뢰가 종사원의 지각을 감소시키며 장기 으로는 문제

해결의 확신을 주며 교환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다고 주장하 다[32].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의 계는 체로 정 이며[16], 종사원의 업무능력

이나 업무에 한 성실성 등이 고객의 종사원에 한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고객의 종사원에 

한 신뢰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객의 충성도나 

재방문의도가 강해진다고 연구되었다[33].이상의 선행

연구를 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

이 호텔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고객의 고객충성도

와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의 호텔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2.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의 호텔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3.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의 호텔종사원에 한 고

객충성도는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실증분석

1. 조사의 설계

1.1 연구모형

상기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그림1]과 같은 연구모

형을 도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1.2 조작적 정의

1) 능력(ability)

신뢰의 요한 요인으로 능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고려한 Deutsch,Cook & Wall, Sitkin & Roth가 있으며

[31][34][35], 능력을 “기능 이고 특수한 능력, 인간 

능력, 사업감각, 그리고 단력”이라고 Griffin가 정의

하 는데[36], 본 연구에서 객 성을 띄는 종사원의 실

력으로 능력을 정의하 다[37]. 

2) 일 성(consistency)

일 성(consistency)은 인신뢰에 향을 주는 측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Butler & Cantrell[38]를 심으로 

본 연구에서 일 성은 과업의 종료 시까지 일 된 자세

로 규정된 책임을 완수하고 문성에 기 해서 신뢰

상에 한 계약을 지키고, 동등하게 할 것이라는 것

에 한 믿음이라고 정의한다.[37] 

3) 유사성(similarity)

유사성(similarity)은 고객의 입장에서 종사원과의 공

통성이나 자신과의 유사한 모습이나 행동, 태도, 선호 

등에 따라 종사원에 하여 지각하는 감정이라고 정의

한 Lewicki & Bunker[8]를 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

객이 지각하고 단하는 종사원과의 행동  태도, 선

호 등에 한 공통성을 유사성으로 정의한다.[37] 

4)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에 하여 Oliver는 “마

 능력, 타인의 향 등의 여러 가지 주 의 환경에

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환하지 않고 계

속 으로 특정 랜드나 상품을 미래에도 반복 구매하

는 소비자의 헌신“이라고 정의하 으며[16], Ram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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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기 를 바탕으로 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의도”라

고 정의하 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ma의 정

의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

인 호텔의 종사원에 하여 취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이용의 의도  태도로 고객충성도를 정의하고자 한

다. 

 5)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에 하여 

Mackenzie & Lutz는 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

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 고[40], 본 

연구에서 재구매 의도는 고객이 서비스  제품을 경험

하고 피드백되어 구매에 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우선

으로 혹은 반복 으로 이용하거나 구매하려는 의도 

 선호도라고 정의한다.

1.3 조사방법 

본 연구는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의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고객충성도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국내․외 서 과 논문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활용하 고 선행연구를 심으

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설문지는 호텔종사원과 고객

과의 인신뢰에 향을  수 있는 종사원들의 신뢰와 

련된 문항, 고객충성도  재구매 의도에 한 문항,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호텔 종사원들의 신뢰특성과 련된 문항  능력, 선

의, 성실을 측정하기 하여 선행연구[41-44]에서 공통

으로 활용된 척도를 활용하 고, 일 성과 충실성과 

개방성  심을 측정하기 하여 이재연 연구[45]에

서 활용된 척도를 인용하 으며, 정직성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김용순의 연구[46]에서, 지식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구문회의 연구[47]에서 인용하여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성

별, 연령, 학력, 소득, 결혼여부에 한 5개 문항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 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방법으로 선정한 제주도에 소재

한 호텔에서 을 목 으로 방문한 고객 300명을 

상으로 2010년 2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7부를 수거

하 으며 응답의 성실성이 낮은 19부를 제외한 218부

를 결과분석에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data 

cleaning과 data coding을 거친 후 SPSS for Window 

1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측정

항목에 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리조트 

호텔이용고객의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뢰의 타당

성을 확인하기 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하 다. 고객의 종사원에 한 인신뢰가 고객충성도 

 재구매의도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하여 회귀분

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2. 실증분석 

2.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2 60.6

여성 86 39.4

연령

20대 49 22.5

30대 91 41.7

40대 65 29.8

50대 7 3.2

60대 6 2.8

학력

전문대졸 29 13.3

대학교 졸업 126 57.8

대학원이상 63 28.9

결혼 여부
미혼 80 36.7

기혼 138 63.3

직업

전문직  45 20.64

사무직 80 36.70

제조업 5 2.29

영업직 0 0.00

교육직 20 9.17

서비스직 0 0.00

기타   40 18.35

무응답 28 12.84

소득

200만원 이하     65 29.8

201만원~300만원 이하   33 15.1

301만원~400만원 이하   34 15.6

401만원~500만원 이하   12 5.5

501만원 이상     74 33.9

본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이 

남성 132명(60.6%)과 여성 86명(39.4%)이 으며, 최종

학력은 문  졸업 29명(13.3%), 학교 졸업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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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요인 2요인 3요인 Cronba

ch's α능력 일 성 유사성

22.직업의식의 우수 .867 .202 .015

.976

23.전문가다운 이미지 .845 .179 .029

7.나의 요구를 중요시함 .842 .140 -.063

8.나의 필요를 중요시함 .838 .182 -.054

10.고객을 도울 것임 .820 .137 -.258

36.서비스관련 지식을 갖춤 .793 .102 .107

11.요구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791 .241 .177

9.만족하길 바람 .775 .144 -.186

5.유능한 사람 .772 .205 .233

31.나를 위해 진심을 기울임 .754 .233 .170

27.적극적으로 도움 .751 .342 -.177

4.전문적인 능력 .738 .319 .254

32.나의 이용에 관심 많음 .730 .223 .017

38.높게 평가 .729 .141 -.175

2.문제해결능력 .726 .288 .231

26.나에게 도움을 줌 .720 .341 -.118

3.뛰어난 판단력 .685 .186 .370

41.능력있는 호텔 .679 .196 -.193

35.업무수행의 전문지식 .679 .311 .029

37.지속적인 자기계발 .677 .228 .243

6.담당업무의 적임자 .674 .288 .068

29.고객의견을 직무에 반영 .663 .238 .106

13.말의 일치 .650 .615 .020

28.고객과 정보를 공유 .649 .206 .389

14.행동의 일치 .637 .584 .048

40.계속적인 관심 .635 .160 .162

1.고객관리능력 .633 .346 .233

20.대인관계 형성력 우수 .628 .309 .412

21.대인관계 유지력 우수 .601 .343 .319

25.뛰어난 리더쉽 .559 .304 .511

24.뛰어난 지도력 .547 .358 .508

17.동일한 기준을 적용 .239 .878 -.011

.918

16.동일한 규칙을 적용 .247 .857 .016

18.공정하게 대함 .204 .857 .095

19.공정하게 평가 .197 .840 .138

12.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571 .576 .011

15.가치관이 마음에 듬(삭제) .450 .485 .282

44.고객과 많은 부분이 유사 .178 .213 .797

.837

42.고객과 동일한 흥미가 있음 .141 .155 .750

43.고객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 .110 .210 .743

34.나를 이용한 가능성 있음 .271 .187 .687

33.남을 속여 이득을 챙김 .353 .184 .629

39.나쁜 평판을 가짐 .349 .147 .604

30.호텔의 미래계획을 공유함(삭

제)
.265 .028 .472

고유값 17.133 6.242 5.016
전체

신뢰도 

= .968

분산설명력(%) 38.938 14.186 11.400

누적분산설명력(%) 38.938 53.124 64.525

Kaise-Mayer-Oklin 측도 : .615    

Bartlett 구형성 검정 : 15352.24 (p-.000)

(57.8%), 학원 이상 63명(28.9%)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자 80명(36.7%)과 기혼자 

138명(63.3%)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상자의 연령은 20

 49명(22.5%), 30  91명(41.7%), 40  65명(29.8%), 

50  7명(3.2%), 60  이상 6명(2.8%)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200만원 이하 65명(29.8%), 300만원 이하 33명

(15.1%), 400만원 이하 34명(15.6%), 500만원 이하 12명

(5.5%), 600만원 이상 74명(33.9%)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직업은 문직 45명(63.3%), 사무직 80명(36.7%), 제

조업 5명(2.3%), 교육직 20명(9.2%), 기타 40명(18.3%)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소득은  501만원 이상 74명

(33.9%), 200만원 이하 65명(29.8%), 301만원~400만원 

이하 34명(15.6%), 201만원~300만원 이하 33명(15.1%),  

401만원~500만원 이하 12명(5.5%)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직업은 사무직 80명(36.70%), 문직 45명(20.64%), 

기타 40명(18.35%), 교육직 20명(9.17%), 제조업 5명

(2,29%), 제조업 5명(2.29%), 업직과 서비스직은 없었

으며 무응답자는 28명(12.8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이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

뢰에 한 문항의 체신뢰도는 [표 2]와 같이 0.96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44문항을 모두 타당성 분석

에 활용하기로 하 다. 배리맥스 회 을 한 후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2. 대인신뢰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R : 표시항목은 역점문항임. 

첫째 요인은 31개 문항의 요인 재치가 0.5이상이므

로 제거하는 변수 없이 고객의 종사원에 한 인신뢰

의 첫째요인으로 지정한 후 Cook & Wall, Deutsch 

Sitkin & Roth, Griffin의 선행연구를 기 하여 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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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능력“이라고 명명하 다[34-36][5]. 

둘째 요인은 6개 문항  요인 재치가 0.5이하인 변

수 1개를 제거하고 5개 변수를 고객의 종사원에 한 

인신뢰의 둘째 요인으로 지정한 후 Butler & 

Cantrell[3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명을 ”일 성”

으로 명명하 다. 

마지막 셋째 요인은 7개 문항  요인 재치가 0.5이

하인 변수1개를 제외한 6개 문항을 고객의 종사원에 

한 인신뢰의 셋째 요인으로 지정한 후 Lewicki & 

Bunker의 선행연구[8]를 기 로 하여 변수명을 “유사

성”이라고 명명하 다. 따라서 도출된 능력, 일 성, 유

사성의 3개 요인이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의 호텔 종사

원에 한 인신뢰를 설명하는 체설명력은 64.525%

로 높았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계수는 0.976, 

0.918, 0.837로 나타나 내 일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조트 호텔의 고객충성도  재구매의도에 한 문

항의 체신뢰도는 [표 3]와 같이 0.900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8개 문항을 모두 타당성 분석에 활용

하기로 하 다. 배리맥스 회 을 한 후 실시한 요인분

석에서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3. 고객충성도 및 재구매의도에 관한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측정변수

제1요인 제2요인
Cronbac
h's α고객

충성도
재구매
의도

1.서비스 이용시 우선적으로 선택함 .936 .181

.919

6.계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873 .158

5.이용시 이 호텔을 이용함 .864 .245

2.호탤과 관계를 지속함 .860 .244

3.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함 .749 .129

4.타인에게 이 호텔 이용을 권유함 .655 .237

7.다른 호텔을 찾고 있음R .230 .914

.9319.새로운 호텔을 지정하고자 함R .221 .912

8.유사한 다른 호텔을 지정하고자 함R .194 .910

고유값 4.253 2.747
전체

신뢰도

= .900

분산설명력(%) 47.253 30.518

누적분산설명력(%) 47.253 77.771

Kaise-Mayer-Oklin 측도 : .863  

Bartlett 구형성 검정 : 1717.348 (p-000) 

 R : 표시항목은 역점문항임. 

첫 번째 요인은 6개 문항의 요인 재치가 0.5이상으

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으로 Oliver와 Rama의 정의

를 활용하여 변수명을 “고객충성도“로 명명하 다

[15][37]. 둘째요인은 3개 문항의 요인 재치가 0.5이상

이므로 모든 변수를  Mackenzie & Lutz의 정의를 기

하여 변수명을 “재구매의도”라고 명명하 다[38]. 

따라서 도출된 고객충성도와 재구매의도의 2개 요인

이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의 고객충성도  재구매의 의

도를 설명하는 체설명력은 77.771%로 높았으며,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계수는 0.919, 0.918, 0.981로 나

타나 내 일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4.5.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이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

뢰가 고객충성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

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회

귀선의 합도는 F=67.778(P<0.000)로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48.0%로 표본회귀선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

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리조트호텔 이용고객의 호텔종사원에 대한 대인신뢰와 

고객충성도의 관계

독립
변수

비표 화 표 화

t P

공선성

B Beta
공차
한계

VIF

상수 1.191 4.379 .000

능력 .894 .750 11.671 .000 .605 1.652

일관성 -.131 -.125 -1.945 .053 .606 1.650

유사성 -.038 -.051 -1.012 .313 .999 1.001

R2=.465   수정된 R2=.458  추정값의 표준오차=0.521

F=62.059(p=0.000)   Durbin-Watson=1,906

추정 회귀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은 공

차의 한계가 0.1보다 크고 VIF(분산팽창지수)가 10보다 

작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리

조트 호텔 이용고객의 호텔 종사원의 능력, 유사성은 

고객충성도에 정(+)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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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 성 요인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가설2의 검증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이 호텔 종사원에 한 인신

뢰가 재구매의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2

를 검증하기 해 [표 5]와 같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

귀선의 합도는 F=20.460(P<0.000)로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21.2%며,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추정 회귀식에 사용된 변

수들간의 다  공선성은 공차의 한계가 0.1보다 크고 

VIF(분산팽창지수)가 10보다 작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의 호

텔 종사원의 능력, 유사성은 재구매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성 요인은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리조트호텔 이용고객의 호텔종사원에 대한 대인신뢰와 

재구매의도의 관계

독립
변수

비표 화 표 화

t P

공선성

B Beta
공차
한계

VIF

상수 4.400 8.991 0.000

능력 -.796 -.441 -5.776 0.000 .605 1.652

일관성 .079 .050 .652 0.053 .605 1.650

유사성 .303 .263 4.434 0.313 .999 1.001

R2=.246  수정된 R2=.235  추정값의 표준오차=0.937

F=23.261(p=0.000)   Durbin-Watson=1.343

3) 가설3의 검증

리조트 호텔 이용고객의 고객충성도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회귀

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이 회귀선의 합도는 

F=55.148(P<0.000)로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0%이며, 분

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추정 회귀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다  

공선성은 독립변수를 하나만 사용하 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표 6. 리조트호텔 이용고객의 고객충성도가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

독립
변수

비표 화 표 화
t P

B Beta

상수 .683 .374 1.827 .069

재구매의도 .684 .092 7.426 .000

R2=.203  수정된 R2=.200  추정값의 표준오차=0.959

F=55.148(p=0.000)   Durbin-Watson=1.179

따라서 추정된 회귀모형에 따라 리조트 호텔 이용고

객의 고객충성도는 재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 로 리조트 호텔을 이용하

는 고객들이 호텔 종사원들에게 느끼는 인신뢰 의 

요한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인신뢰의 결과로서 고

객이 느끼는 고객충성도와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악하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리조트 호텔 이용 고객이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

원에 해 느끼는 능력, 유사성이 고객충성도와 재구매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조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리조트 호텔을 방문

할 때 종사원들의 능력과 유사성이 고객으로 하여  반

복 인 구매행동의 원인인 고객충성도와 미래에도 반

복 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재구매의도에 있어서 

직 인 향을 미치는 요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는 반 로 호텔종사원의 일 성은 리조트 호텔

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휴양지에서 새로운 흥미와 심을 갖

고자 하는 리조트 호텔의 고객성향을 비추어 볼때 고객

충성도와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일으

키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리조트 호텔의 경우 고객에게 새로운 흥미와 심을 유

발시킬수 있는 시설과 로그램의 개발등이 향후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일 될 수 있음을 간 으

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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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텔들

을 리조트 호텔을 상을 연구를 실시하 다. 한제주

도라도 제한된 지역내에서의 리조트 호텔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일반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제

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되기 해서는 

국에 산재해 있는 리조트 호텔로 폭을 넓  인신뢰

와 고객충성도  재구매의도에 한 이론  배경을 

용시킨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한 요인분석에서 이

미 여러 학자가 개발했던 인신뢰에 한 요인이 이  

연구와는 다르게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새롭

게 밝 진 세 요인에 새로운 요인명을 부여하 다. 이

는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인간의 인지  측면에 해

서 실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

한 결과 향후 새로운 인신뢰에 한 측정항목이 개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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