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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orientation of 

fashion organization and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For this study, salespersons in 

clothing store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We used 4 factors SERV*OR Scale: service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employee’s empowerment, service system as an 

organizational service orient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rvice Orientation of the company in fashion field affects the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In other words, a fashion company with a higher service orientation 

will have employees with a higher customer orientation. Second service orientation factors 

reveale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tore. Department stores had no effect on factors 

such as employee’s empowerment, service system, but agency stores and outlet stores 

had effects on all factors. This influential factor is created due to the difference in fashion 

distribu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especially seemed to carry weight among the factors in all 

stores. So, first and foremost fashion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on education, 

training of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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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패션 산업은 창조성이나 독특함의 제조업 중

심에서 실용적이고 적당한 가격의 유통업 중심으로 

그 구조가 변화해가고 있으며1), 점차 제품의 차별화

보다는 만족스런 고객 서비스가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되었다. 즉 잘 만든다는 것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으

며, 서비스의 경우는 제품의 일부로서 비용절감이나 

경쟁우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2)

특히 패션제품의 소매 점포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고객만족 정도가 달라지는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패션 업체는 패션 

서비스 기업으로서 점포 판매원들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재구

매를 유도함으로써 여타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해야만 한다.  

  서비스 기업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에 반

응함으로써 우월한 고객가치와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에 

기울이는 노력을 의미하는 서비스 지향성에 관한 연

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서비스 지향성

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의료기관3)4), 공공기관5)6), 스

포츠센터7)8)9), 호텔10)11), 외식업체12)13)14), 항공사15)16)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패션 분야에서는 미

용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향성에 관한 연구17)

가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지향적 마케팅 개념을 실천하고 그 

결과 직원 및 종사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은 

물론 서비스 성과,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패션 영역에서는 고객 서비스에 관련한 

연구는 의류 점포18)19)20)21)22)23)24)25)나 미용실26)27)28)

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객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지향성은 고객의 관점이 아닌 고

객 서비스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패션업체의 서비

스지향성에 관한 것이다.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은 조

직구성원들에게 상호간에 일체감을 갖게 해주고 특

히 고용된 종업원의 탁월한 서비스 제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29)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패션기업의 대

표자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 및 소비자에게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판매접점에서 고객과 판매

원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성과차원

이며 판매원의 성과는 고객의 점포에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될 수도 있다.30) 조은영, 

구양숙은 의류제품 판매원에 대한 고객만족과 판매

원 충성도를 연구하면서31)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판매원의 판매지향성에 비해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쳐 판매원 충성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패션 점포를 운영하는 패션기업의 서비스지향

성이 고객 접점 판매원들의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의 패션 점포 

내에 고객접점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조직(패션기업)

의 서비스지향성이 점포에 종사하는 판매원들의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과거 패션

유통구조는 백화점과 재래시장으로 대변되었으나 점

차 대리점, 할인점, 아울렛,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매우 유동적이 되었다. 이들 

패션유통업태 가운데 고객접점 판매원의 역할이 중

요한 유통업태로는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을 들 수 

있다. 백화점은 제조업체의 위탁판매 형태가 를 이

루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울렛은 다양한 유통경로의 구축과 물류비용의 절

감을 통한 우위확보를 위한 제조업체 직영의 새 유

통형태이며32) 대리점은 의류 제조업체와 대리점주 

간 계약에 의해 수직적으로 통합된 프랜차이즈 형태
33)로서 이들 점포는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하는 조직 

즉 패션업체의 서비스지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점포들은 특정 브랜드의 위탁, 

직영 혹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패션제품을 판매하

는 점포들로서 세 점포 유형간의 서비스지향성 영향

요인 차이를 밝힘으로써 패션유통별 차별화된 서비

스 관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표는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

기 위한 패션산업 내 기업의 자세와 전략을 시사하

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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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직의 서비스지향성

  서비스 지향성은 1990년대 마케팅 관리 분야에서 

시장지향성과 함께 조직의 문화, 가치요소로서 간주

되고 있으며 서비스마케팅의 실천방안으로서 조직문

화와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관점에서 정의된다. 

<표 1>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관련된 국내 연구

해당 연구 매개변수 종속변수 대상 비고

박대환(1998)36)
종업원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재무성과 및 

서비스이미지)

호텔 

조직가치가 

서비스지향성

의 선행변수

한국(2004)37) 종업원만족
종업원만족

고객지향성
항공운송서비스

노동연(2005) 기업성과 스포트센터

강용봉(2006) 서비스품질 기업성과 스포츠센터

김재구(2009)
종사자의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휘트니스센타

서경원(2007)

종업원의 

직무만족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종합전문 

요양기관

안명숙(2007)
승무원의 

서비스지향성 고객충성도
항공사

김영식(2008)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기업성과 호텔기업

황외성(2007)
직무만족

조직몰입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행정기관

민소라(2007)38) 직원만족 서비스성과 항공사

박성연(2000)39) 직무만족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

은행, PCS, 호텔, 

백화점, 종합병원

김상철ㆍ이현수

(2002)

종업원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의료기관

유정남ㆍ이영재ㆍ이

용기(2000)
종업원만족

호텔등급별 

차이조사

배영수(2008)

종업원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

미용실

서창적ㆍ한원윤

(2000)40)

종업원만족

고객만족

재무성과

병원

패스트푸드
서비스유형별 

서비스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기업과는 다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

비스를 개발하는 등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우월한 가

치(value)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34) 서비스지

향성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

이 되어, 조직의 이익과 성장, 고객만족, 고객애호도 

등의 결과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5)

  <표 1>은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관련된 국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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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를 종

합해보면, 서비스지향성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

며 서비스 접점 요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서

비스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의 만족과 고객지향성 그리고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지향성을 처음 언급한 Parkington과 Sch 

neider41)는 서비스지향성을 경영진의 정책, 업무, 처

리절차 및 경영목적에 내포된 철학이라 하였는데 이

러한 서비스지향성이라는 용어는 서비스 풍토, 서비

스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왔다. Lytle, 

Hom과  Mokwa는 서비스 리더십, 고객대우, 종업원 

권한, 서비스훈련, 서비스 예방, 서비스실패/복구, 

서비스 기술, 서비스 표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

전과 서비스보상 및 인센티브 등 10개의 요인으로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이 구성되어있으며 이어서 그

들은  서비스 리더십, 서비스 접촉,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시스템 등 4가지차원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향

성 척도인 SERV*OR를 개발했다<표 2>.42) 본 연구

에서는 SERV*OR 서비스지향성 구성요소 가운데 종

<표 2> SERV*OR 서비스지향성 구성 요소

연구자 (년도) 차원과 하위 요소

Lytle 외(1998)

SERV*OR

서비스리더십과

서비스비전

서비스리더십 

서비스 비전

서비스 접점
고객초점

종업원 권한

서비스시스템

서비스실패예방

서비스실패회복

서비스기술

서비스표준커뮤니케이션

인적자원관리
서비스훈련

서비스보상

  - R.S Lytle, P.W. Hom & M. P. Mokwa, 1998, "SERV*OR: A Managerial Measure of Organizational   

    Service-Orientation", Journal of Retailing, 74(4). p.464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업원의 고객지향성 구성요소에도 해당하는 고객접점

의 고객 초점을 제외한 서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시스템의 4가지 요인을 서비

스지향성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2.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

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순간, 고객과 고객 접점 종업

원 간의 상호접촉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과 

접점에 있는 종사원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 고

객접점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종업원의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고객과 종업

원이 접촉하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 MOT)라고도 한다. 고객 접점 종업원의 태도

와 행동은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 평가와 가치 지각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43)44)45) 서비스의 차별화, 

품질통제, 전달 시스템, 그리고 고객만족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46)47) 고객접

점 종업원들의 역할은 고객에게는 서비스 기업 자체

이고 그들이 곧 마케터로서 고객접점 종업원은 그 

조직을 대표하여 고객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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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조직은 종사원의 고객접점 서비스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48). 

  고객의 만족을 유발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

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시켜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49)50) 고

객지향성은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고객욕구의 만족과 장기적 관계를 위한 마케팅 개념

의 실행으로 정의된다51). Mohr와 Biter는 고객지향

성이 높은 종업원은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행동

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고객지향적 행동은 기업과 고

객간의 장기적 관계를 개발하고 양자에게 모두 이익

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52) Saxe와 Weitz 역시 

판매원이 고객지향적일수록 장기적, 점진적인 고객

만족 증진의 목표를 위해 종사하며 고객의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고 설명하였다.53) 또

한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만족과 신뢰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54), 직무몰입도, 직무만족도, 직

무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은 고객지향성을 나타낸다. 

  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서 Saxe와 Weitz의 

SOCO(Selling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가 

있다. SOCO 척도는 마케팅 관련문헌, 인간관계 행

동 모델에 관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6가지 척도의 긍

정적인 내용 12개의 문항과 부정적 내용 12문항들

을 추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의류 점

포 판매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3. 패션점포 판매원의 고객접점 서비스

  패션업체는 상품제조업체로서 제품의 전개 및 생

산을 중심으로 한 제품 품질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

매 및 유통단계에서 서비스 관점의 품질도 고려하는 

등55) 서비스마케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서비스마케팅에서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그

리고 마케팅 관리의 분야로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서비스 접점

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56)57)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패션의류점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의류 점포가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

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의류점포의 서비스 품질 차원을 연구한 김

성희, 김가영, 이선재는 의류점포 서비스의 개념에 

판매원이나 도구, 시설 등 유형재 뿐 아니라 점포정

책, 점포분위기, 신용 등의 무형재도 포함하였다.58) 

  패션 점포는 상품의 전달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고객접점 장소이며 특히 고객접점상황에서 의류상품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특정 패션을 제안하고 

패션점포의 이미지를 높이며 소비자와 패션업체, 소

비자와 패션점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59) 백화점 의류매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

류점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수진, 정

명선의 연구는60) 점포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판매원의 고객지향적 서비스임을 밝혀 

판매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시사했으며 의류점포의 

서비스 개념체계와 쇼핑유형과의 관련성에 대한 김

윤희, 김미영의 연구61) 역시 전략화 할 수 있는 점

포의 서비스 품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서

비스라고 강조하였다. 백화점, 백화점매대, 브랜드대

리점, 현대적도소매점, 보세 등의 패션점포유형별 

소비자만족과 재구매 의도를 분석한 김성희62)의 연

구에서도 패션점포 유형에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매원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지영과 

김미영은 2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상품 판

매원의 서비스차원에 관한 연구63)를 통해 판매원 서

비스에 만족할수록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

다.

  이렇듯 패션기업의 서비스품질의 핵심이 되는 의

류판매원은 기업에서는 궁극적인 고객만족을 이끄는 

내부 고객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영과 이규혜의 연구64)는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원들을 대상으로 패션업체의 내부서비스 품질이 내

부고객 즉 판매원들의 만족을 통해 서비스 능력 등

의 조직성과를 높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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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과 판매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의 생성과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계마케

팅 관점의 연구들65)66)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판매원은 패션기업의 입

장에서 고객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객지향적인 판매원서비스는 고객만

족과 재구매로 연결됨67)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접점의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패션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

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 유통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고객 

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고객접점 종업

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따라 위의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서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

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시스템)은 고객접점 종업

원의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패션 점포 유형에 따라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서

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각 차원이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설문의 구성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조직의 서비스지향성,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각 용어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의 패션 유통 

기업을 서비스 기업으로서 간주하고 그들의 조직 서

비스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ytle, Hom & 

Mokwa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본인의 연구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리더십(6문항), 종업원 권한(3문

항), 인적자원 관리(5문항), 서비스 시스템(10문항)

의 4개 구성차원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차원의 문항 

역시 패션 업체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총 24

개의 설문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

울러 본 연구의 서비스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

차원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리더십

  경영층이 서비스지향적으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비전을 강조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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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서비스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접점 종업원들을 서비스지향적으로 지원하고 동기부

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영자(조직)의 리더십과 서

비스 비전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2) 종업원 권한

  고객접점 종업원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에서 예상

치 못하는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종

업원들에게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종업원 권한은 우월한 고객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휘권, 책임, 권한 등 조직이 

조직구성원들에게 부여한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권한

을 의미한다. 

  (3) 인적자원 관리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 품질과 지각가치를 전달

하기 위해 고객접점 종업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훈련은 고객

접점에서 종업원들의 직무의 특성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

적자원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이

나 훈련과 관련된 피드백 및 보상도 포함한다. 

  (4) 서비스 시스템 

  기업에서 서비스 실패 예방과 서비스 회복 활동은 

재구매나 이탈과 같은 구매 후 활동에 중요한 영향

을 준다. 따라서 조직이 서비스 실패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전 조직에 걸쳐 운영함으

로써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접점 종업원의 즉각적

이고 계획적인 대응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서비스 시스템은 성공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한 서비스 실패 예방 차원의 시스템과 커

뮤니케이션 활동을 의미한다.  

 2)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본 연구에서의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은 

패션유통업체에 고객과 접점하는 판매사원들의 판매

상황에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주어, 최

대한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

으며, Saxe & Weitz의 SOCO척도를 토대로, 패션제

품 판매상황에 맞게 수정한 12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고객접점 종업

원의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서울과 경

기지역의 패션점포(백화점, 아울렛, 대리점)의 판매

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11일 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조사원에

게 직접방문을 하도록 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였다. 수집된 300부의 설문지 중 미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된 12부를 제외한 288부의 설문지

가 최중분석에 사용되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

다. 실증연구의 표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관

련된 변수군 및 요인들의 설문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α)계수를 이용

하였다. 패션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판매원의 고객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패션점포(백화점, 아울렛, 대리

점)에 근무하는 고객접점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구체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패션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을 구성하

고 있는 설문문항들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지향성의 요인분석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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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자 141 49.0

여 자 147 51.0

합 계 288 100

연 령

25세 이하 3 1.0

26세~30세 199 69.1

31세~35세 61 21.2

36세~40세 21 7.3

41세 이상 4 1.4

합 계 288 100

근무경력

1년 미만 117 40.6

1년~3년 미만 91 31.6

3년 이상 80 27.8

합 계 288 100

점포유형

백화점 53 18.4

아울렛 108 37.5

대리점 127 44.1

합 계 288 100

총24개의 변수에 4개의 구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인1은 서비스 리더십, 요인2는 종업원 권한, 요

인3은 인적자원 관리, 요인4는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명명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요인들은 유의적인 요인으로 증명되었으

며, 신뢰도 역시 α = 0.65에서 α = 0.92까지의 수

준으로 평균 α = 0.70을 넘는 만족할 만한 신뢰수

준을 보였다.

  3. 조직(패션업체)의 서비스지향성과 고객접

     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의 관계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서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시스템)과 고객접점 종업원

의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종업원

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은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8%의 

설명력(F=84.52, p<.001)을 보였다. 특히 조직의 서

비스지향성 요인들 중 인적자원 관리 요인(t=14.76)

은 그 어떤 요인들보다도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가

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비

스 리더십(t=9.315), 서비스 시스템(t=4.185), 종업

원의 권한(t=4.007)의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

지향성은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

며, 특히 종업원들의 직무의 특성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정도는 교육 및 훈련 그에 따르는 보상

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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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비스지향성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측정 

차원 요인 설문문항 요인적
재치

아이
겐값 분산율 신뢰

계수

서

비

스

지

향

성

서비스

리더십

우리조직의 고객서비스 관심도

우리조직의 서비스 중요성 강조

우리조직의 고객만족도, 서비스품질의 지속적 측정

우리조직의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지원

우리조직 경영진의 서비스제공현장의 방문

우리조직 경영진의 서비스 마인드

.706

.759

.795

.707

.696

.722

4.39 73.05 .924

종업원

권  한

우리 종업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

우리 종업원은 탁월한 서비스를 위한 자율성 보장됨

우리 종업원은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한 경영진 동의 

없는 자율권 보장됨

.862

.844

.687

1.49 74.37 .646

인  적

자  원

관  리

우리조직은 우수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지침을 전달함

우리조직은 서비스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 

우리조직은 서비스상황과 유사한 서비스훈련을 실시함

우리조직은 서비스 우수제공자에겐 보상을 제공함

우리조직은 우수한 서비스에 대해 격려를 실시함

.852

.916

.887

.706

.604

2.72 67.89 .834

서비스

시스템

우리조직은 서비스품질을 위해 사후점검함

우리조직은 고객불만 처리를 위한 특별팀이 있음

우리조직은 고객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함

우리조직은 고객불만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함

우리조직은 불만처리시스템이 있음

우리조직은 불만처리보다 예방책을 더 중시함

우리조직은 표준 서비스메뉴얼이 있음

우리조직은 고객만족이 우선임

우리조직은 용어의 표준화가 되어 있음

우리조직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유함

.856

.838

.779

.848

.845

.808

.853

.810

.771

.804

6.753 67.53 .859

고객지향성

나는 고객만족을 통한 목적달성이 목표임

나는 고객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함

나는 고객욕구파악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시도함 

나는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을 권함

나는 고객의 구체적 요구파악을 위해 노력함

나는 제픔에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함

나는 고객의 스타일을 알고 그를 제시할 수 있음

나는 강압적 판매보다는 정보제공을 통해 구매로 유도함

나는 제품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답하고자 함

나는 고객의 결정을 위해서는 반대의견도 이야기 함

나는 고객이 선택한 제품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

나는 사실과는 다른 고객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 

.837

.875

.869

.833

.697

.815

.619

.816

.841

.856

.822

.783

7.713 64.27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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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따른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
(β)  t  R²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서비스 리더십 .374 9.315***

.538

(84.52***)

종업원 권한 .161 4.007***

인적자원 관리 .592 14.76***

서비스 시스템 .168 4.185***

 *p<.05, **p<.01 ***p<.001수준에서 유의함

<표 6> 패션점포 유형별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의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계수(β) t  R²(F)

백화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서비스 리더십 .294 3.121**

.637

(23.7)

종업원 권한 .160 1.609

인적자원 관리 .697 7.669***

서비스 시스템 .165 1.775

대리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서비스 리더십 .257 3.384**

.301

(14.55)

종업원 권한 .199 2.572*

인적자원 관리 .385 5.048***

서비스 시스템 .187 2.511*

아울렛

종업원의

고객지향성

서비스 리더십 .468 7.462***

.632

(46.848)

종업원 권한 .171 2.667***

인적자원 관리 .696 11.26***

서비스 시스템 .172 2.701**

*p<.05, **p<.01 ***p<.001수준에서 유의함

  4. 패션점포 유형별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종업원의 고객지향성과의 관계

  패션점포 유형별로 조직의 서비스지향성과 고객지

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6>과 같다. 

백화점은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리더십요인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업원 권한, 서비스 시스템 요인은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

리점은 인적자원관리와 서비스리더십 요인이 

p<.001수준에서, 종업원권한과 서비스 시스템이 

p<.05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나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종업원권한, 서비스

시스템 순으로 네 요인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

다. 아울렛 역시 p<.001 수준에서 인적자원관리, 서

비스리더십, 서비스시스템, 종업원권한의 순으로 네 

요인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점포별로 서비스지향성의 각 요인

(서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

스 시스템)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패션조직은 점포 유형에 따라 서비스

지향성의 각 차원을 차별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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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백화점 내 점포의 경우, 종업원 권한과 서비

스시스템 요인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화점이라는 유통업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백화점 내 의류 점포는 

백화점에서도 주체적으로 서비스품질을 관리하고 있

기 때문에 패션업체의 서비스 시스템 차원과 종업원 

권한의 서비스지향성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점포유형별 소비

자 만족 및 재구매 의도를 연구한 김성희68)의 연구

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서비스품질 중 판매원 변인이 

백화점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나 점포유형별 소비자

불평처리 만족도를 분석한 박근희와 황춘섭의 연구
69)에서 백화점의 불평처리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백화점은 판매원에 대한 자

체적인 서비스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업

체의 서비스지향성 차원의 영향력이 다소 적은 것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패션조직은 판매원의 고객지향

성을 위해 백화점내 점포의 경우, 서비스시스템이나 

종업권 권한 차원보다는 인적자원관리나 서비스리더

십 요인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리점이나 아울렛의 경우 네 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점포는 패

션업체가 모든 차원의 서비스지향성을 높임으로 판

매원의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

다. 두 점포 모두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요인

의 영향이 컸으며 대리점은 종업원권한, 서비스시스

템 순으로 아울렛은 서비스시스템, 종업원권한의 순

서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렛의 경우 서비스시스템 요인이 종업원 권한

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션유

통업체간 서비스차원을 연구한 이진화, 허아현의 연

구70)에서 판매원 서비스 만족도에 예의 있는 환불과 

교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울렛 점포는 종업원 권한 요인보다는 

서비스 실패 예방 및 회복 활동인 서비스시스템 요

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울렛 점포의 경우 서비스시스템 요인의 서비스지

향성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대리점의 경

우 실제로 대리점 주나 판매원들에 의해 서비스 품

질이 관리되기 때문에 여타 패션업체에 비해 상대적

으로 종업원 권한 요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다음으로 종업원권한 요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의 

네 요인 서비스 리더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

리, 서비스 시스템은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직의 인적자원 관

리 차원은 패션점포의 세 유형 즉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모두에서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조직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업체 즉 조직의 서비스지향성

이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 등에 종사하는 

고객접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패션업체의 서

비스지향성은 Lytle, Hom & Mokwa의 서비스 리더

십, 종업원 권한,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4

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SERV*OR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은 고객접점 종업

원의 고객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이 서비스지향성이 높을수록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조직의 높은 서비스지향성은 고객만족도는 물론 직

접적인 판매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

인별 차이를 보면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리더십, 서

비스시스템, 종업원 권한의 순으로 나타나 패션업체

가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고객접점 종업원의 교육, 훈련, 보상을 통한 인

적자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패션점포별로 서비스지향성의 각 요인이 고

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은 유의



패션비즈니스 제14권 2호

38

적이나 종업원 권한과 서비스시스템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리점은 인적

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종업원권한, 서비스시스템 

순으로 아울렛은 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서비

스시스템, 종업원권한 순으로 네 요인 모두 유의적

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패션업체는 각 점포의 유

형에 따라 효율적으로 서비스지향성 차원을 관리하

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지향적인 패션업체는 

고객접점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곧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킴으

로써 기업 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패션기업이 고객만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좋은 디자인의 품질 좋은 제품만큼이나 고객

의 니즈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

스지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특히 패션조

직의 서비스지향성 차원가운데 인적자원 관리 요인

은 패션점포의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의 세 유형 

모두에서 종업원의 고객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

으로 나타남으로써 패션업체가 종업원들의 교육, 훈

련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들의 고객

지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류점포 유형을 세 가지

로 규정짓기는 하였지만 이들 점포들의 소비자나 판

매하는 제품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등 소비자에 따른 패션조직, 혹은 

유사상표군을 분류하여 이들 분류된 패션업체 간에 

서비스지향성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그간 호텔, 항공사,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직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한 연구를 패

션업체라는 조직에 적용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실제 패션업체들에게 서비스지향성의 중요

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을 시사했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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