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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ages of saleswomen by uniform and body type and to determine 
if the images have an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etween 
February 10th and February 23rd 2015, using a questionnaire to collect data from 608 adults from Seoul, Deajeon, 
and Chungnam Province. A 2×2 (body type×clothes) factorial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Frequenc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 Tukey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mages of saleswomen with different uniform 
and body type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factors: professionalism, kindness and attractiveness. 
Second, the saleswomen's uniforms had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attractiveness, with women who wore skirt 
suits being identified as more attractive than women with pant suits. The saleswomen's body types had significant 
effect on professionalism, kindness and attractiveness. Women with average body types were perceived positively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nd attractiveness, whilst women with large body types were perceived positively in 
terms of kindness. Third, the combination of uniform and body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professionalism. Women with average body types wearing pant suits were perceived to have high degree of 
professionalism and women with large body types wearing skirt suits were evaluated to have high professionalism. 
Fourth, the images described as attractive and kind for both uniform and body type had a positive influenc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Keywords: uniform(유니폼), body type(체형), saleswomen(판매원), 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revisiting 
intention(재방문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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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개인의 외모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인상형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라
고 일컬어질 만큼 외모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인상형성이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로 밝혀졌으며
(Fiske, 1977), Gordon Allport는 아주 짧은 시간 동
안 시각을 통하여 지각이라는 복잡한 두뇌 작용이

일어나서 30초 동안 처음 본 사람의 성별, 나이, 체
격, 국적, 직업, 사회계층이 판단되며, 그의 성격, 우
월성,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까지도 판단하게 된다
고 하였다(as cited in Horn & Gurel, 1981). 
특히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외모는 소비자에

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Weitz(1981)는 판매원을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직접 표현을 제시해 판매할 기회를 갖는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수단’이라고하였으며, 판매분야에서판
매원의 신체적 매력성은 판매수행에 영향을 주는

비언어적인환경중하나이며, 판매원이갖추어야할
중요 속성으로 여겨지고 있다(McElroy & DeCarlo, 
1999; Yoon, Seol, & Hwang, 2003). 왜냐하면, 판매
원의 외모는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한 인상형성으로

형상화되어 서비스평가와 수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ho, 2005). 따라서 판매원
의 외모는 서비스접점에서 서비스평가에 영향을 주

게되어고객만족에영향을미칠수 있으며, 나아가
재방문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와인상형성에관련된선행 연구를살펴보면, 

Rosencranz(1962)는 의복의 상징성에서 우리는 몸
의 대부분을 의복으로 가리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

문에 첫인상은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인상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의복은 알고 있었던 사람보다는 처
음 만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Pedersen, Markee and Salusso(1994)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는 체형, 눈, 얼굴형, 키, 헤어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체형, 헤어, 얼굴형, 다리, 키 순으로
신체적 매력성 평가에 영향을 주어 체형이 가장 중

요한 매력 단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은 인체
표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으며, 체형은 의복의 골

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체 매력성의 가장 중요

한 매력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형에 따른 의복

유형에 대한 이미지 연구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접점에서 판매원의 외모

가 소비자에게 특정한 인상형성으로 형상화되어 고

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

어 20~30대 여성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이미지가 고
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는 판매원의 외모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각 매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마케팅 전

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Literature Review

1. Images by clothing
의복은 신체보라는 1차적인 기능 외에 대인관계

에서의복을통해첫인상이형성되고 다양한이미지

를 전달하는 2차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의복 착용
자의 인상은 착용한 의복 유형에 따라 가치관(Hoult, 
1954)이나 성격특성(Douty, 1963)이 다르게 지각되
며, 이는 의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특정한 의복 유
형(형태, 색, 재질)이 갖는 고정관념이 착용자와 연
관되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의상을 착용한 사람은 좀 더 매력적이

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되

는 경향이 있음은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Kim 
& Chang, 2004). 의복과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정장차림에서 스커트
착용자는 가장 성공적이고, 여성적이고 매력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Harris et al., 1983), 
원피스보다는 수트가 전문적 이미지로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였다(Thurston, Lennon, & Clayton, 
1990). Craighead and Twidale은 Savvy지가 여성독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커트 수트나 재킷
이 포함된 의복을 착용한 여성이 재킷 없이 다른 다

양한 조합의 의복을 착용한 여성보다 더욱 전문적

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히고, 직무상황에서 여성에게
비즈니스 수트를 벗어버리라는 충고의 유효성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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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연구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as cited in Kim, 2014). O'Neal and Lapitsky 
(1991)는 의복은 착용자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 
지각에 영향을 주며, 유능함(competence), 관리능력
(managerial ability), 과업 수행(task performance)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은 착용한 의복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며, 여성정장차림의 스커트 정장 착용자는 성
공적, 여성적, 매력적, 전문적이라는 이미지로 지각
되었고, 재킷이 포함된 정장일수록 더욱 전문적으로
지각되었다.

2. Images by body types
현대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

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른체형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Cash(1994)는 사회적으
로 사람들은 신체 외모에 있어서 키가 크고 늘씬하

면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였으며, Jung and 
Nam(1999)은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에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사지가 길고 신

체가 마른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체형(somatotype)이란 골격, 근육,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부위, 피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체의
외형으로, 인간이 직립하고 있을 때의 인체 최 외곽
선을 말한다(Kim, 2010). 체형의 분류에서 가장 일
반적으로사용하는 BMI 지수(몸무게(kg)/키2(cm)×104)
는 다른 신체지수에 비해 체지방율과 상관이 높고, 
여러 신체 계측치와 상관이 높게 나타나며, 몸무게
와높은상관관계를나타내어 비만 정도를나타내는

유용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Sung & Kim, 2001). 일
반적으로 BMI 지수가 20kg/m2 이하면 저체중, 20~ 
25kg/m2이면 정상, 25~30kg/m2이면 과체중, 30kg/m2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Gibson, 1990), 
한국영양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기준을

25kg/m2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Park, 2013).
체형의 이미지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얼굴 특징과 체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연구에서 정상 체형의 의복 착용자는 더 눈에 띄는, 
세련된, 화려한, 날씬한 등의 호의적인 인상을 주며, 
비만 체형의 의복 착용자는 친밀한, 부드러운, 따뜻
한 등의 화친 인상으로, 마른 체형의 의복 착용자는

비만 체형의 의복 착용자보다 더 매력적인 인상으

로 지각되었다(Dipboye, Arvey, & Terpstra, 1977; 
Douty & Brannon, 1984; Lennon, 1988). Thurston et 
al.(1990)은 사업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령, 체형, 
유행성과 의복형태가 여성의 전문적인 인상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녀 지각자 모두 의복형태
에 상관없이 마른 체형이 다른 체형보다 더욱 강한

전문적인 인상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Oh(2012)에서
도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전문성, 
활동성,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체형은 대인지각과정에서 인상형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이 비만 체
형에 비해 매력적, 활동적, 전문적 인상으로 지각되
었다.

3.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sion
고객만족은 모든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Parasuraman, Zeithmal, and Berry(1994)는 고객만족
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및 서비스의재구매가이루어지고고객의신뢰

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Oliver(1981)
는 고객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고객만족은 기대
와 기대불일치의 함수이며, 만족은 태도변화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대에 부응한 만
족을통해고객은태도에변화를보이며, 구매의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Hirashima(1991/1997)는 고객만족의 구성요인은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분류되며, 직접
적인 요인은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되고, 간접적인
요인은 기업의 이미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고객만
족의 직접적 요인인 서비스는 세 가지로 분류되며, 
점포 호감성, 구매 편리성, 쾌적한 분위기 등의 판매
점내 분위기는 물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판매원의
복장, 언어, 용모(청결성), 상품지식, 응대의 신속성
등의 판매․접객원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를 의미한

다. A/S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애프터서비스․정
보서비스는 정책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Ko and Rhee(2014)은 소비자의 정서적 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점포환경 요인으로 판

매원서비스, 정책, 시설의 다양성이 나타났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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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판매원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판매접점에서 고객과 감정적 유대관계 형성에 판매

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인적서비스의 중

요성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고객만족은고객의욕
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으로 고객의 태도

변화와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
히 판매원의 외모는 고객만족의 직접요인인 판매원

서비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서비스평가에 영향을 주

게 되고, 고객만족의 직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방문의도의 정의는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서

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도를 실제적으로

반복하여 행동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Sin, 2014). 
마케팅 문헌에서 재방문의도는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 고객유지(relation retention), 관계지속(relation 
continuity)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Song, 2008), 
Lee(2007)는 재방문의도는 고객충성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차원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서비스를 경험한 후 종사원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만족하여 재방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주변의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

정적으로 구전하는 등 다양한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좋으면
고객의 재방문의도가 커지고, 평가가 나쁘면 적어진
다는것을의미한다(Jang, Kim, Hwang & Lee, 2011). 
따라서 재방문의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

윤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중요한 요인

인 고객 유지 및 재방문 행동의 내용으로서 마케팅

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중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

다(Song, 2008). 위와 같이 재방문의도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 여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유니폼

체형

이미지

재방문의도

고객만족

<Fig.�1> Research model

고객의 구매의도로 이어져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Methods

1. Research objectives and model

1) 판매원의유니폼과체형에따른이미지요인을 
파악한다.

2) 유니폼과 체형의 주 효과에 따른 이미지의 차
이와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판매원의유니폼과체형에따른이미지가고객만
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2. Models selection and experimental designs
모델의 체형은 신체적 매력도와 만족도가 높은

마른 체형(Cash, 1994; Jung & Nam, 1999)을 제외하
고, 선행 연구(Paeng, 2006; Oh, 2012; You & Park, 
2014)를 참고하여 보통 체형과 비만 체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그기준은 BMI 신체지수를사용하여이에
해당하는 모델을 선정하였다. Statistics Korea(2011)
에 의하면 25~29세 여성의 평균 신장은 160cm이며, 
체중은 52.2kg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대전시
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의 키와 몸무게를 계측하
여 이들 중 가장 평균에 근접한 여성과 평균 키에

BMI 지수가 25kg/m2 이상으로 비만 체형에 근접한
여성을 선정하여 의류학과 교수 3인과 대학원생 5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보통 체

형과 비만 체형을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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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type Age Height

(cm)
Weight

(kg)
BMI Index

(kg/m2)

Average 25 160 51.5 20.1 

Large 34 161 68 26.2

<Table�1> Model's age, body size, BMI Index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전에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유통업체 2곳에 근무하는 20~30대 여성판매원
(해당 브랜드의 고유 유니폼 착장 제외) 83명을 대
상으로 착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상하의 모두 검정색
이 62명(75%)으로 조사되었고, 셔츠를 포함한 정장
이 모두 검정인 경우 48명(57%)로 나타나 판매원의
의복은 검정색 바지 정장과 스커트 정장이 가장 보

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은 착장 빈도
가 가장 높은 재킷이 포함된 검정색 스커트 정장과

바지 정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유행성을 고려하여

2014년 가을 제품으로 구입하였다. 사이즈가 다른
동일한 의복을 구입하여 2명의 모델이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구두도 동일한 것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얼굴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체형이

다른 2명의 모델 위에 1명의 동일한 얼굴 사진을
Adobe사의 Photoshop CS6을 사용하여 체형의 비례
에 맞게 합성․보정하였으며, 얼굴의 특성이 부각되

Average Large

Skirt suits Pant suits Skirt suits Pant suits

<Fig.�2>�Experimental designs

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헤어스타일은 검정
색의 포니테일(Pony Tail)로 통제하였다(Fig. 2).
실험자극물은 20~30대 여성으로 2×2(의복×체형)

로 구성하였으며, 컬러 사진의 경우 헤어를 비롯한
의복이 모두 검정색으로 얼굴이 오히려 부각된다는

평가를 받아 자극물은 흑백사진으로 제작되었다. 전
체 자극물의 사진은 <Fig. 2>와 같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실험 자극물의 사진을 보고 설문에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 서울, 대전, 충남에 거주하는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극물 1개당 피험자 150
명씩 설계하였고, 미회수 및 불성실 응답지를 고려
하여 총 650부를 배포하였으며, 633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608부를 최종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316명(52%), 여

자 292명(48%)으로나타나성별분포는거의균등하
게 조사되었으며, 연령대구성은 20대 273명(44.9%), 
30대 139명(22.9%), 40대 이상이 196명(32.2%)으로
조사되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거주지역은광역시 364명(59.9%), 시단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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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4.5%), 서울특별시 70명(11.5%), 군 단위 이하
25명(4.1%)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시 단
위 이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

석,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분석, 변량분석과 집단 간 차이에 따
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외모
이미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와의 상관성 및 인과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사
용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Validity of measurement tool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1) Body types verification of models
자극물의체형(보통, 비만)을검증한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극물의 체형에 대해 ‘매우 마른’ 1점에
서 ‘매우 비만한’ 5점까지 리커트 척도 5점으로 측
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마른 체형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한 체형을 의미한다. 검증 결
과, 보통 체형의 평균은 2.84, 비만 체형의 평균은

Factors
Items

Factor 1
Kindness

Factor 2
Attractiveness

Factor 3
Professionalism

Cool-Warm .87

Not warmhearted-Warmhearted .86

Not sweet-Sweet .81

Not thoughtful- Thoughtful .80

Not flexible-Flexible .71

Not kind-Kind .70

Not sociable-Sociable .57

Not attractive-Attractive .76

Not amiable-Amiable .76

Not appropriate-Appropriate .72

Not suitable-Suitable .72

Bad first impression-Good first impression .63

Not well-groomed-Well-groomed .61

<Table�3> Factor analysis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Body types M SD t

Average(n=307) 2.84 0.51
26.643***

Large(n=301) 4.03 0.59
***p<.001

<Table�2>�Verification of model's body types  (N=608)

4.03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t=26.6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에 대
한 적정한 모델 선정이 이루어졌음이 검증되었다.

2) Factor analysis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총 25개의 항목에 대하여 Varimax 회
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
량이 .50 이하이거나 상호배타적이지 못한 5개 문항
을 제거한 20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총 3개의 이미지 차원과 이에 따른 문항이
선택되었다(Table 3).
요인 1은 ‘차가운-따뜻한, 냉정한-온화한, 친절하

지 않은-친절한’ 등의 7개 항목으로 ‘친절성’으로 명
명하였고, 고유값은 5.01, 분산설명력은 16.17%, 신
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매력 없는-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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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 1
Kindness

Factor 2
Attractiveness

Factor 3
Professionalism

Not professional-Professional   .76

Not able-Able   .66

Not assertive-Assertive   .65

Emotional-Reasonable   .64

Not intellectual-Intellectual   .63

Not responsible-Responsible   .61

Not confident-Confident   .57

Eigenvalue  5.01  3.93  3.90

Variance explanation(%) 16.17 12.69 12.59

Accumulation explanation(%) 16.17 55.36 67.95

Cronbach's α   .92   .91   .88

<Table�3> Continued

있는, 호감이가지않는-호감이가는’ 등의총 6개항
목으로 ‘매력성’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값은 3.93, 
분산설명력은 12.69%, 신뢰도는 .91로 조사되었다. 
요인 3은 ‘전문적이지 않은-전문적인, 능력 없는-능
력있는’ 등의 총 7개 항목으로 ‘전문성’으로 명명하
였고, 고유값은 3.90, 분산설명력은 12.59%, 신뢰도
는 .8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

지는 총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Factors Items M SD Cronbach's
α

Customer 
satisfaction

I would enjoy spending time with this saleswoman. 2.69 .91

.89
I would b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service this saleswoman offered. 3.15 .84

I would be happy with the service this saleswoman offered. 2.96 .86

I would be very satisfied with the service this saleswoman offered. 3.04 .87

Revisiting
intension

I am willing to come back to the store where this saleswoman works at. 3.01 .85

.91
I will continue to visit the store where this saleswoman works at. 2.84 .83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store where this saleswoman works at if people 
around me asked advice of store. 2.77 .85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store where this saleswoman works at to others. 2.83 .85

<Table�4>�Reliability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sion                            (N=608)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고객만족을 측정한 문
항으로는 ‘나는 이 백화점판매원과 시간 보내는 것
을 즐길 것이다.’ 등의총 4문항으로 Cronbach's α 계

수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재방문의도
를 측정한 문항으로는 ‘나는 이 백화점판매원이 근
무하는 매장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등의 총
4문항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높은 신뢰도
를 나타냈다.

2.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Vol. 24, No. 2 유은성․박길순 55

－ 173 －

Factors
Variations df Professionalism

F
Kindness

F
Attractiveness

F

Uniforms(A) 1   .028   .94  5.04*

Body types(B) 1 10.76** 10.42** 14.08***

A×B 1  4.12*   .02   .11
*p<.05, **p<.01, ***p<.001

<Table�5>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비
교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5).
주효과를살펴보면유니폼은매력성(F=5.04, p<.05)

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은 매력성(F=14.08, p<.001), 전문성(F=10.76, 
p<.01), 친절성(F=10.42, p<.01) 순으로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은 매
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체형이 의복보다 전달하는
이미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 Images by uniforms of saleswomen
유니폼에 따른 이미지는 매력성(t=2.34, p<.05)에

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커트
정장이 바지 정장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Table 
6).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정장차림에서 스커트
착용자는 가장 성공적이고, 여성적이고 매력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선행 연구(Harris et 
al., 1983)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판매원의 유니폼
은 매력성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스커트 정장이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성의 매력성 부각
이 중요한 화장품과 쥬얼리 매장에 근무하는 판매

원의 유니폼으로 스커트 정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Professionalism Kindness Attractiveness

Uniforms M SD M SD M SD

Pant suits(n=302) 3.25 .75 3.17 .85 2.94 .85

Skirt suits(n=306) 3.27 .74 3.24 .79 3.09 .79

F .028 .94 5.04*

*p<.05

<Table�6> Images by uniforms of saleswomen

2) Images by body types of saleswomen
체형에 따른 이미지는 전문성(t=3.20, p<.01), 친

절성(t=3.22, p<.01), 매력성(t=3.66, p<.001)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형에 따라
이미지에 다소 다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Table 7).
체형에 따른 전문성 이미지는 보통 체형(M=3.35)

이 비만 체형(M=3.16)보다 높게 지각되었으며(Table 
7), 이와 같은 결과는 보통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활
동적이고 예리한 느낌으로 지각되어 전문성 이미지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마른 체형
과 보통 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전문성에 높은 평가

를 받았다는 Oh(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체형에 따른친절성이미지는 <Table 7>에서보는

바와 같이 비만 체형(M=3.31)이 보통 체형(M=3.10)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만 체형의 온화한 이미지가 친절성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공감성은 화친
성과 일맥상통하는데, 비만 체형의 의복 착용자는
‘친밀한, 부드러운, 따뜻한’ 등의 화친 인상을 주는
것으로지각되었다는연구결과(Dipboye et al., 1977; 
Douty & Brannon, 1984; Lennon, 1988)를 지지하였
다. 그러나 최근 연구(Oh, 2012; You &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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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Professionalism Kindness Attractiveness

Body types M SD M SD M SD

Average(n=307) 3.35 .74 3.10 .84 3.13 .82

Large(n=301) 3.16 .74 3.31 .78 2.89 .81

F 10.76** 10.42** 14.08***

**p<.01, ***p<.001

<Table�7> Images by body types of saleswomen

에서 마른체형과 보통체형이 비만체형보다 화친성, 
친절성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체형에 따른 화친성 및 친절성 이미지 지각 연

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체형에 따른 매력성이미지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체형(M=3.13)이 비만 체형(M=2.89)
보다 높게 지각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
으로 신체 외모에 있어 비만 체형이 보통 체형보다

호감도와 매력성이 낮게 지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보통 체형의 여성이 비만 체형의 여성보다 대인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연구(Lee & Lee, 2004; 
Oh, 2012; You & Park, 2014)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보통 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매력적이라는 보편적

미의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3) Combined effects of uniforms and body 
types of saleswomen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이미지는 전문성 지각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으며 <Table 5>, <Fig. 3>과 같다.
유니폼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전문성 지

각의 차이는 보통 체형은 바지 정장(M=3.41)이 스
커트정장(M=3.3)보다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비만
체형은 스커트 정장(M=3.23)이 바지 정장(M=3.1)보
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Fig. 3). 이와 같은 결과
는 보통 체형의 ‘눈에 띄는, 세련된, 화려한, 날씬한’ 
이미지(Dipboye et al., 1977; Douty & Brannon, 1984; 
Lennon, 1988)에 스커트 정장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부가됨으로써 전문성 이미지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비만 체형은 부피감이 큰 체형에 검정색
바지 정장의 남성스러움과 중후한 느낌이 부가되어

<Fig.�3> Combined effects of uniforms and body types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전문성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Harris et al.(1983)은 여성의 정장차림에서 스커

트 착용자는 가장 성공적이고, 여성적이고 매력적이
며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Kim(1984)은 전
문직, 사무직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근무복은 스커
트 차림의 정장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
거로 유니폼 유형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유니폼 유형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3. The effect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of saleswomen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1) The effect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of saleswomen on customer satisfaction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전문성, 

친절성, 매력성)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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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Custome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Professionalism Kindness Attractivenes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B .31  .06  .16　   .43

Standard error .11  .04  .03   .04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06  .17   .46

t 2.74** 1.38 4.74*** 11.61***

R2 .552

Revised R2 .548

F 148.21***

**p<.01, ***p<.001

<Table�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on customer satisfaction

보면, <Table 8>과 같다. 매력성(β=.46, t=11.61***)과
친절성(β=.17, t=4.74***) 이미지가고객만족에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이미
지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 결정계수는 .548로 나타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 변수가 고객만족의 54.8%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판매원의 매력성과 친절성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특히 판매원의 외모 변인에 따른 매력
성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
비스품질 요인 중 종업원의 용모와 같은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Kim, Joung, & Kho, 2006; Kim, 2009; Shin & Kim, 

Dependent variables Revisiting intension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Professionalism Kindness Attractivenes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B .56 －.02  .09   .47

Standard error .12   .05  .04   .04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02  .10   .51

t 4.66*** －.35 2.64** 11.95***

R2 .496

Revised R2 .491

F 118.32***

**p<.01, ***p<.001

<Table�9>�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on revisiting intention

2011)를 지지하였다.

2) The effect of images by uniforms and body 
types of saleswomen on revisiting intention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전문성, 

친절성, 매력성)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Table 9>와 같다. 매력성(β=.51, t=11.95***)
과 친절성(β=.10, t=2.64**)의 이미지가 재방문의도
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성 이미지는 재방문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정계수는 .491로 나타
나 서비스품질 이미지변수가재방문의도의 49.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판매원의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에 대한 평

가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로 직접 연결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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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
에 따른 매력성 이미지는 고객만족뿐만 아니라 재

방문의도에도 가장 큰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원은 외모에 따른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고객충성도의 중요

요인인 재방문의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3)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revisiting 
intention 
고객만족에 따른 재방문의도는 <Table 10>과 같

이 고객만족은재방문의도(β=.752, t=28.099***)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원의 고객
만족이 높을수록 재방문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 결정계수는 .565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이라는
변수가 재방문의도의 56.5%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객만족이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재 구매의도를 증가
시킨다고 한 Oliver(198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
으며,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재방문의도, 추천의도가
높아졌다는 Seo(2008), Yin(2012)의 연구결과를 지
지하였다.
따라서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는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모두 정

(＋)의 영향력을 미치며,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원의 외
모에 따른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를 인적 서비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ependent variables Revisiting intension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Customer satisfac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B .65 .75

Standard error .08 .03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75

t 7.96*** 28.10***

R2 .566

Revised R2 .565

F 789.53***

***p<.001

<Table�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on revisiting intension

V. Conclusion

본연구는판매원의외모가인적서비스평가에매

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판매원의 유니

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
른 이미지가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함으로써 판매원의 이미지 향상과 매장별

차별화된 인적서비스 마케팅전략에 기여하고자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는

전문성, 친절성, 매력성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판매원 유니폼의 주효과에 따른 이미지는

매력성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스커트 정장이 바지 정장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판매원 체형의 주효과에 따른 이미지는
전문성, 친절성, 매력성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성 이미지는 보통 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친절성 이미지는
비만 체형이 보통 체형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력성 이미지는 보통 체형이
비만 체형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셋째, 판매원의 의복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이미지는 전문성 지각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

을 주었으며, 보통 체형은 바지 정장이 스커트 정장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비만 체형은 스커트
정장이 바지 정장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넷째,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이미지(전

문성, 친절성, 매력성)는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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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력을
미치며,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판매원의 외모 이미지

향상과 매장별 차별화된 인적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체형의 판매원은 전문성과 매력성에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므로 전문성 이미지가 중요

한 전문 가전제품, 스포츠 용품 매장과 매력성 이미
지가 중요한 화장품 등의 뷰티관련 매장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비만 체형은 온화하고 친절
한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었으므로 친절성 이미지가

중요한 A/S 및 고객 상담 서비스 매장에 배치함으
로써 판매원의 외모 이미지를 각 매장 특성에 알맞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판매원의 유니폼은 스커트 정장이 바지 정

장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되므로 매력성의 이미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커트 정장이 추천되며, 특히 여
성의 매력성이 부각되어야 할 화장품과 쥬얼리 매

장에 근무하는 판매원의 유니폼으로 스커트 정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유니폼과 체형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전

문성 지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스포츠 의류, 가전제
품 등의 전문성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매장에서 보

통 체형은 스커트 정장보다는 바지 정장이 권유되

어지며, 특히 비만 체형은 전문성이 낮게 지각되므
로 전문성 이미지 향상을 위해 비만 체형의 부피감

을 가중시키는 중후하고 남성적인 바지 정장보다는

스커트 정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판매원의 유니폼과 체형에 따른 매력성과

친절성 이미지는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판매원의
매력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스커트 정장의 유니

폼이 권유되어지며, 비만체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친절성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비만 체형의 판매원은 친절

성 이미지가 특히 중요한 매장에 배치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성별, 학력, 직업, 성향 등

의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후속연구로는 소비자 특성에 따른 판매원의 이

미지가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
는 판매원의외모 변인(체형, 의복)과 외모변인의 상
호작용효과에 따른 이미지 도출에 중점을 두어 매

장 특성에 알맞은 판매원의 체형과 의복유형을 제

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후속연구로 판매원의

다양한 외모변인에 따른 이미지가 고객만족을 매개

하여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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