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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mployees of sales departments of apparel mak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a fashion-related
business because they provide service through the direct contact with customers. This research tests several hypoth-
esized relationships between its determinant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along with service deliv-
ery level.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alespeople who worked at fashion stores in Yeosu and Sunchon. To measure
the hypotheses, 200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and 185 were collected. 16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
ysis, as 22 were found to be invali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ech-
niques were used after coding and cleaning the data with the software SPSS 18.0.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job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Second, job satisfaction have an effect
on procedural and hospitable service delivery level.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ustomer orienta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rocedural and hospitable service delive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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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과 같은 경쟁환경에서 모든 기업의 마케팅 지향 목표

는 고객만족을 통한 판매의 증대가 최우선 과제이다. 서비스산

업의 증가로 인한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해

서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필수적이다. 인적서비스에 대한 신

뢰와 호감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소매업체의 판매원의 역할은 고객

의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작용한다.

즉, 소매업체의 판매원은 고객에게는 기업이고 기업에게는 고객

과의 관계를 창출하는 창구역할(최낙환, 1997)을 하게 되는 것

이다. 특히 의류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배려

한 의류매장의 시설과 적절한 상품구색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

적 서비스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훌륭한 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의류매장에 종사하는 판매원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긍지를 가질 수 있

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판매원이 업체와 고객 사이에 위치하여 원활한 제품의 유통

을 도와주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원하는 제품을 우선 제

공하므로, 재구매로 유도하여 고정고객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판매원의 서비스는 서비스의 결과물뿐만 아니

라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서비스산업

에서 고객의 만족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사이의 상

호작용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tner

et al., 1990).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은 내부고객이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

서 감지하는 정서적인 차원의 만족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직

무에 만족한 판매원은 그렇지 않은 판매원과 비교하여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인적인 성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은 조직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지

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서비스의 우수성보다는 종사자와의 관계에

서 형성된 호의성이나 친밀성과 같은 요소 때문에 특정 서비스

조직을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enning-Thurau, 2004),

의류매장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판매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 정도는 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객을 접하는 시

점에 있어서 종업원은 결과적인 상품의 일부라고 규정할 만큼

판매원들의 서비스품질은 대단히 중요하며 고객지향적이고 경

쟁적인 종업원관리가 패션산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원의 서비스제공수준은 소속감, 자신감

및 자존심에 대한 요소들이 충족되어 질 때 고객에게 수준 높

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Wyckoff, 200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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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종업원의 서비스제공수준에 관한 연구는 외시업체직원

의 가격할인에 대한 지각이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김

대철, 2004), 호텔기업 종사자들의 인터널마케팅이 서비스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패션기

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

는 의류매장 판매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지향성과 서비스제

공자로서의 수준과 태도는 의류업체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경쟁력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류매장, 즉 패션기업의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고객에

대하여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첫째, 판매

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아지는지, 둘째 판

매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고객에 대한 절자적 및 환대적 서

비스제공수준이 높아지는지, 셋째,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높을

수록 절자적 및 환대적 서비스제공수준이 높아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 :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 직무만족은 절차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직무만족은 환대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고객지향성은 절차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고객지향성은 환대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 혹은 긍정적인 정

서상태라고 하였다. Tiffin and MaCormick(1974)에 의하면 직

무만족은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어지는 욕구만족의 과정

이며 이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각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

한 형태를 나타낸다 하였으며, 직무만족을 태도의 한 범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이러

한 직무만족을 내재적 및 외재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내재적인 직무만족(intrinsic job satisfaction)은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과 단순히 개인의 과업수행에 때른 보상으로 간주되고 있

으며, 내재적 보상은 과업에 대한 성취간, 개인의 성장기회 등

이 포함된다. 외재적인 직무만족(extrinsic job satisfaction)은 직

무에 대한 다른 측면의 만족으로 임금인상, 작업조건 등이 포

함된다(Lucas et al., 1990). 이미옥(2002)도 직무만족의 정의를

두 개의 영역 즉 개인의 감정, 신념, 태도, 성취감과 같은 심리

적인 측면을 중시한 정의와 보상 등에 대한 인지수준을 기준으

로 하여 정의하면서, 직무만족은 심리적인 측면과 보상적인 측

면을 종합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직무상의 욕구충족을 의미하며,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인적의존도가

높은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의 직무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의 질

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수

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은 개인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입장에서 행

하는 마케팅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고객지향

적 행동은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구매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

주고, 고객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고객들의 모든 편익과 혜택을 위

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Hoffman & Ingram, 1992).

Kotler(2003)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로서 목표

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하고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케팅 개념의 구성개념 중 하나가 고

객지향성이라고 하였다. Swan et al.,(1985)은 고객지향성을 고

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친절하고, 신속히 반응하고 또한 고객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네 가지 차원으로

보았으며, 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고 고객

에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면 할수록 고객은 서비스품질에 대

해 좋은 평가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은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활

동을 행하며,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이해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

키는 종사자의 대고객 접근자세라고 할 수 있다. 

송효분, 박석희(2005)는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한 종사자만이 고객에 대해 정성과 열의가 있는 고객지향

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만

족은 종사자의 고객지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영향변수로 작

용한다고 하였다. Arnett et al.(2002)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내

부고객의 직무만족은 직무의 지속적 수행의도와 실제적 수행행

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기업에서 내부고객의 직무만족

은 고객지향성, 외부고객만족도, 인식된 서비스품질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갖는 서비스 종사자가 높은 수준의 고객지향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통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Hoffman

& Ingram, 1992; Donavan et al., 2004)

2.3. 서비스제공수준

서비스란 소비자나 업무상의 이용자에게 판매되어질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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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는 무형의 활동이며 유형재나 타서

비스의 판매와 결부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지나

(Stanton et al., 1991),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

범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가 포함되어있어

서비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무형성을 갖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제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이명식, 2000). 첫째, 서비스는 행

위나, 성과, 노력 등으로 정의 되고 있어 상품의 성격부터 다

르고, 둘째, 생산과정에 고객이 참여하며, 셋째사람이 서비스 상

품의 일부이다. 넷째, 서비스는 품질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

섯째 고객이 평가하기 어렵고 여섯째,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는 시간요인이 주요하며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제공된다. Gronroos(1983)는 전체 서비스 품질은 고객이 서비

스를 제공받기 이전에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제로 서비스를 제

공받은 전후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종사원이 서비스 품질

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그 제공행위의 수행정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수준은 고객이 평가하는 서비스품질에 달

려있다고 볼 수 있다(최정순, 2003). 특히 Shostack and Lynn

(1977)은 무형적인 요소가 대부분인 서비스업에서의 품질이란 고

객중심 견해에 입각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비스

의 제공수준에 대하여 Mill(1986)은 그의 연구에서 고객의 자

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좋은 서비

스와 나쁜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원융희(1992)

는 접객종사원이 서비스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그 제공행

위의 수행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서비스의 제공수준은 서비스

의 절차와 직원의 인격, 즐거움을 주는 것이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접객직원의 기능, 성격, 기분 그 밖에 고객의 기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계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측정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대한 올바

른 측정과 평가의 과정은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이형룡, 김대철, 2006). 

King(1983)은 종업원들이 고객과 상호접촉하기 때문에 종업

원들의 행동을 상품의 품질적인 특성이라고 하였으며, 고객을

접하는 시점에 있어서 종업원은 결과적인 상품의 일부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접하는 시점에 있어서 종업원은 결과적

인 상품의 일부라고 규정할 만큼 종업원들의 서비스품질은 대

단히 중요하며 고객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종업원관리가 패션산

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Martin(1986)

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절차적 서비스(procedure

service)기준과 개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기준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서비스제공수준에서의 절차적 서비스 기준이란 상

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까지의 기술적인 체제를 평가

하는 것이며, 그 주요 요소는 서비스의 진행과정, 적시서비스,

예견,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반응 및 관리감독 등으로 제시되

었다. 또한 서비스제공수준에서의 개인적 서비스 기준이란 대

고객 관계에서 인간미와 우정으로 대접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사자의 능력을 평

가하는 것으로, 그 주된 요소는 태도, 몸짓, 목소리의 톤, 일처

리, 안내, 제안판매 및 문제해결 등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Chatterjee(2001)는 내부마케팅에 의한 내부지원만족을

통하여 고객지향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종사자의 서

비스제공의 태도형성은 고객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짓는다

고 주장하였다. Hallowell et al.,(1996)도 내부서비스품질이 높

을수록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도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

에 있는 종업원이 영향을 미치며, 선행연구들(Hoffman &

Ingram, 1991; Hartline & Ferrell, 1996; Bettencourt &

Brown, 1997)을 통하여 종업원이 고객의 욕구를 잘 파악해 신

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행

동과 태도가 클수록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고객지향

성이 크면 클수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 외식업체에 서비스에 관한 이형룡, 김대철(2006)의 연구와

그리고 호텔기업의 서비스에 관한 구정대(2007)의 연구에서도

고객지향성과 서비스제공수준은 정(+)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3. 연구방법

3.1. 연구내용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 가두점

판매원의 서비스제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만족

과 고객지향성을 도출하였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1~5를 설정하였다. 

가설 1 :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 직무만족은 절차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직무만족은 환대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고객지향성은 절차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고객지향성은 환대적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직무만족은 직무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

다고 지각하는 호의적 감정의 정도로 이철우(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고객의 이해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충족시

키는 종사자의 대고객 접근자세로 송효분(2004)의 연구에서 사

용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서비스제공수준은

절차적 서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에 관한 문항을 개발한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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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서비스가 대고객 관계에서 인

간미와 우정으로 대접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고

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사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구정대, 2007; 이형룡, 김대철, 2006)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서비스를 환대적 서비스라고 명명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입증

된 문항을 의류매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1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연령, 성별을 측정하였으며, 여성

의 비율이 82.8%로 압도적이었으며, 연령에서는 20대가 51%

로 가장 높고 30대가 30%, 40대가 16%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는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시에서 소재하는 패션매

장에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으로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설문항목들에 대

하여 순천시 소재하는 3개 패션매장의 판매원 27명을 대상으

로 2009년 1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항목들에 대한 용어

의 적절성과 설문지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는 2009년 2월 10일~28일 사이에 설문지를 편의추출방법으로

수집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75부를 회수하였으며,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63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ackage를

이용한 신뢰성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

고,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관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모두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변

수들의 신뢰성 계수는 모두 0.80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었다. 서비스제공수준에 관한 하위차원의 명칭은 Martin

(198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요인을 명명한 구정대(2007)과

이형룡, 김대철(2006)의 연구를 토대로, 요인 1은 적절한 서비

스 제공, 신속절한 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등

에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절차적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

인 2는 미소 띈 표정, 정중한 태도, 상냥한 언어 등에서 높은

적재량을 보이고 있어 요인명을 '환대적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판매원들의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절차적서비스제공수준, 환대

Table 1. 변수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
요인분석결과

Cronbach's α 평균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Eigen value 누적변량

직

무

만

족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 .80

3.310 55.31 .82 3.82

상사에 대한 만족 .80

월급에 대한 만족 .79

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 .72

매장의 고객에 대한 만족 .68

동료에 대한 만족 .67

고

객

지

향

성

고객만족에 최선 .86

3.178 63.56 .84 4.10

고객만족이 최고의 관심사 .86

고객만족이 나의 만족 .80

까다로운 고객에게도 변함없는 서비스 제공 .75

고객들이 재방문 .75

절차적

서비스

서비스가 최고의 관심 .85

4.345 62.1 .83 4.02

적절한 서비스 제공 .81

신속한 서비스 제공 .80

청결한 시설과 분위기 유지위한 노력 .78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용모 단정 .76

특별한 문제에 신속한 대처 .66

회사의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이해 .64

환대적

서비스

서비스제공시 미소 띈 표정 .89

3.498 69.97 .84 4.12

서비스제공시 정중한 태도 .84

서비스제공시 상냥한 언어 사용 .83

서비스제공시 친밀감 표시 .82

서비스제공시 변함없는 최고의 서비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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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서비스제공수준의 정도는 각각 그 평균이 3.82, 4.10, 4.02,

4.12로 나타났다.

4.2. 고객지향성에 대한 회귀분석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은 고객지향성과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28.7%로 판매

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

한 종사자만이 고객에 대해 정성과 열의가 있는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Hoffman and

Ingram (1992)과 Donavan et al.(2004), 그리고 송효분, 박석희

(2005)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내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 때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구매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

와주고, 고객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이 원하

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모든 편익과 혜

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서비스제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서비스제공수준에 대한 직무만족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

무만족과 서비스제공수준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 3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절차

적, 환대적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23.1%와

11.4%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이 절차적서비스제공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서비스품질을

높일 수 있는 내부마케팅을 통하여 직원만족도를 높일수록, 직

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한

Chatterjee(2001)과 Hallowell et al.(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고객지향성이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지향성과 서비스제공수준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4와 5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고객지향성이 절차적, 환대적서비스제공수

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41.5%와 26%로 나타났으며, 종사

자의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고객들에대한 절차적, 환대적 서

비스제공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객지향성이

크면 클수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Bettencourt

and Brown(1997)와 이형룡, 김대철(2006) 및 구정대(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종업원이 고객의 욕구를 잘 파악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행동과 태도가 클수록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수준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객지향성이

절차적서비스제공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로써 고객지향성이 높은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할 때까지의 기술적인 체제 즉, 서비스의 진행과정, 적

시서비스, 예견,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반응 및 관리 등의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이 절차적

서비스제공수준과 환대적서비스제공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는 가설 1~5는 모두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의류매장 판매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지향성과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수준을 높여 의류업체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중소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션

Table 2. 고객지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F Sig. β t 유의수준

constant
64.844 .000

11.940 .000

직무만족 .536 8.053 .000

R
2
=.287 

Table 3.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F Sig. β t 유의수준

절차적

서비스

constant
48.452 .000

11.876 .000
R
2
=.231 

직무만족 .481 6.961 .000

환대적

서비스

constant
20.747 .000

11.097 .000
R
2
=.114 

직무만족 .338 4.555 .000

Table 4. 고객지향성이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F Sig. β t 유의수준

절차적

서비스

constant
114.006 .000

5.500 .000
R
2
=.415 

고객지향성 .644 10.677 .000

환대적

서비스

constant
56.566 .000

6.429 .000
R
2
=.260 

고객지향성 .510 7.52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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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점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

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 그리고 서비스제공수준과 관련된 선

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준

다는 것과,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이 서비스제공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작성한 질문

지를 사용하여 결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제공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절차적서비스와 환대

적서비스 요인이 밝혀졌으며, 판매원들의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의 정도는 각각 3.82. 4.10 이었으며 절차적서비스제공수준, 환

대적서비스제공수준의 평균은 각각 4.02, 4.12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설1은 채택이 되었

다. 직무만족이 절차적서비스와 환대적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가설 3도 채택되었다. 고객지

향성이 절차적서비스와 환대적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와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판매원의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

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판매원은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인적인 성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판매원

의 직무만족이 조직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궁극적

으로는 의류업체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늘날 트렌드가 대세인 의류시장에서 제품간 차

별성이 적기 때문에 제품의 독특함만으로 의류산업의 경쟁 우

위를 선점하기 어려우며 고객을 새롭게 유입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서비스품질은 대단히 중요하며 고객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종업원관리가 결국은 패션산업의 성공여

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여 적극적

이며 고객지향적인 태도로 고객에 대해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에게 고객은 긍정적 반응

으로 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며,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

도록 판매원들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재량권 부여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에 대한 결

과를 보상하는 것도 판매원들의 만족도와 고객에 대한 고객지

향성을 높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마

케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추론할 때 패션

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판매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의류매장의 특성상 인적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매원의 직무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가두점을 중심으로 집단표본이 대상

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하여 객관성이 입증된 선

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조사하

였다 할지라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판매원

자신들에게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고객의 입장

에서 서비스제공 수준을 측정하고, 중소도시의 백화점을 포함

한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표본프레임을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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