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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무형적인 기업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를 위해서, BI 센터와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을 이용한 고객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다. Schmitt 교수의 경험적 요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았고, 이러한 경험적 요소와 태도가 재 구매의 개념으로
서 의사결정 과정상 선행 프로세스로 작동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고객의 사용경험과 탐색경험이 재 구매의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둘째, 고객의 사용경험과 탐색경험, 접촉경험은 고객태도에 유의적인 영향 
관계로 파악되었다. 셋째, 고객태도는 고객의 사용경험과 고객의 탐색경험이 재 구매의도에 주는 영향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 초기기업이 고객의 경험적 요소를 잘 관리하면 재 구매의도를 높여 시설과 인력의 자원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고객관계관리, 고객경험관리, 재 구매의도, 경험마케팅, 고객충성도, 마케팅전략
Abstract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of research to secur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ntangible corporate resources of founded enterprises. For this research,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way the customers who used the products of the BI center and founders less than 7 years evaluated the 
founded company. Schmitt's empirical element was examined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it was examined 
whether these empirical factors and attitudes acted as a preproces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purchase intention. The Result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clearly indicated that customer experience 
and search experience affected the degree of re-purchase. Second, customer's experience (use experience, search 
experience, contact experience) were grasped with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s attitude. Third, we 
discovered that customer's attitude had mediated between customer's experience (use experience, search 
experience) and re-purcha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f we manage empirical factors well, we can increase 
the degree of re-purchase and cope appropriately with the limitat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ey Words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ustomer experience, Re-purchase intention, Experiential marketing, 
Customer loyalty,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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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과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객은단순히제품과서비스의생산, 배달

및 소비 이상의 것을 원하며,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수

반되는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추구한다[1].

이처럼 시장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은 기업들의

경제적 수익률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2]. 이러한 고객

들의 경험적 정보는 기업이 성장의 지속성을 위해 제공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고객 행동의 이해라는 측면

에서의 접근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고객중심행동은 고객만족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사자의행동이다[3]. 고객지향행동의통찰력은판매와

서비스 기반의 조직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4]. 이처

럼고객경험과고객지향행동에관한정보는기업성장에

서 중요한 의미를 준다.

[Fig. 1] Enterprise Strategy Map[5]

[Fig. 1]와 같이 기업들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Database Marketing 과 One to

One Learning Relationships 까지기업전략의발전의과

정에서 제품과 품질위주의 과거의 경영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을이용하는주체인고객에대한연구가시작되었다.

이러한기업의지속적인경영전략의혁신활동은고객

관계관리 전략이 근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잠재적인

고객을확보하는것보다수익성있는고객을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것이회사의성과에긍정적이영향을미친다

[6]. 이는 CRM의효율적인경영전략이라할수있다. 고

객의 욕구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은 판매자 관점에서

고객과의 상호이익이 되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7].

초기 CRM 연구자들은 CRM관련 프로세스와 기술이

특정산업 구조에 맞게 조정됨으로 CRM의 이점(bene-fit)

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연구에 따

르면문화적으로또는국가적으로교차연구진행한연구

결과 국가나 산업에 따라 CRM의 이점(benefit)이 크게

다르지않았으며브랜드자산, 가치, 관계는주요요인으

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8].

이는 기업전략이 고객가치 실현에 대해서 새로운 패

러다임을 요구받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

연구를 보면 고객경험 관리의 연구 대상이 주로 호텔과

리조트와같은서비스업종과및기술형업체인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점이 주를 이룬다.

경험관리의 선행연구의 대상들이 지식서비스와 기술

형업종등이사업초기기업으로업종의주를이루는것

과고객관리와고객경험측면에서논의되고있다는점에

서본연구와선행연구들의동일한맥락을이루고있다.

하지만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첫째 초기 창업자의 고객경험에 대한 특성에

맞게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재 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Schmitt 교수가 주창한 고객경험관리 즉,

고객이 갖는 경험적 3가지 과정에서의 경험의 5가지 경

험적요소인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에대하여제품

탐색과정, 제품접점과정, 제품사용과정을 활용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창업기업의 고객의 관계적 경험관

리측면에서 고객의 제품탐색과정, 제품접점과정, 제품사

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험적 요소를 통해 고객태도에

대한 반응과 이를 통해 고객접점의 동일 선상에서 이루

어지는 관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재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고객경험의 개념
고객경험과관련된논의는 2000년초부터점증적으로

논의 되어 왔지만 고객경험에 요인과 더불어 정의한 것

은 Sundbo와 Hagedorn-Rasmussens[9]는 고객 경험을

서비스 프로세스, 조직 및 시설에 대한 고객의 직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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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경험과고객과의상호작용방식으로정의하였

다. Davidson[10]는 고객경험을제품구입을위한재구매

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고객경험이고객

충성도를확립하는차별적이점을창출하는방법으로소

개하기도 하였다.

Hongxiang[11] 에 따르면경험의품질은고객만족을

가져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장하였고, 허성은

[12]은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이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

가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해와 김승인[13]은 고객의

필요와욕구뿐만아니라고객행동이해와경험가치를

부여한 고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볼 때 제품과 서비

스에대한서로다른경험이존재할수는있지만긍정적

경험의요소가재구매결정에이르게할수있다고가설

을 설정 해 볼 수 있다.

2.1.1 고객경험의 요소
Gentile, Chiara[14]의 연구에서 보면 [Fig. 2]와 같이

제품의 가치적 측면에서 쾌락적(경험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그리고균형적가치를 3개의그룹으로분류할수있

으며, 이러한 두 가지 균형적 제품이 전통적인 성과측정

(시장점유율, 매출, 수익성)과 무형자산(브랜드와 고객)

에 대해서 [Fig. 2]는 상품의가치적정보를제공하고있

는것으로이는제품을설계할때경험적요소와실용가

치와 연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Hedonic, Utilitarian and Balanced Products[14]

고객의 순차적인 고객 경험 접점 포인트의 7 가지 요

소를프로세스, 직원-고객상호작용, 고객-고객상호작

용및제품상호작용요소로구분하였다. Shumiit[15]는

4가지의 고객경험에 대한 특징을 제시했다.

첫째. 고객의경험에중점을두는것으로특정상황을

경험하고결과로생겨나는감각, 마음, 정신에의해촉발

된 자극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둘째. 소비 상황을조사한다. 전통적인마케터들의관

심은 판매제품의 범주와 그 경쟁의 범위에 중점을 두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험 마케터는 제품의 사용 상황에 어

떤제품이소비되는지이러한고객의소비경험은무엇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브랜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재 구

매에 대한 기회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경험마케터

들은 믿고 있으며 전통적 마케팅의 경우 구매에만 설득

할 뿐 구매 후나 소비과정에서의 경험획득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셋째. 고객은 이성적이나 감성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

다. 구매고객은 이성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재미

와 환상 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감성지향 면모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이성적 의사결정자로서의 고객을 대우하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넷째. 다각적인 도구와 방법으로 마케팅을 전개한다.

전통적 마케팅은 계량적이거나 분석적이며 언어중심적

인 것과는 다르게 경험마케팅은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한다. 즉, 신뢰성과 유효성, 방법론적인 부문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고객경험의 경험모듈로서 Schmitt 교수가 주

창한 경험의 요소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Schmitt(1999) Experiential Marketing의 고객경험적요

소는다음과같다. 1) 감각(sense) : 감각마케팅은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과 미각, 후각과 같은 오감을 자극하여

고객들이 감각적으로 체험을 창조할 수 있게 감각에 호

소하는것을말한다. 2) 감성(feel) : 감성마케팅은브랜드

와관련돼다소긍정적인감정으로부터(저관여, 비내구

적인식료품상표또는서비스, 산업용제품) 즐거움또는

자부심같은감정에이르기까지감성적인체험 (내구재,

기술, 마케팅, 캠페인)을 창출하기위해사람들의감정과

같은 느낌에 소구한다. 3) 인지(think) : 인지마케팅은

(THINK marketing)은 고객들에게 창조적 인지력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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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적인체험을만들어문제해결목적으로지성에호소하

는것이다. 인지는놀라움과호기심등의흥미를통해고

객이 확산적이나 수렴적 사고를 갖도록 한다.

4) 행동(act) : 행동마케팅(Act marketing) 은 고객의

육체적체험과라이프스타일과같은상호작용을목표로

한다. 행동마케팅은 고객의 육체적 체험의 강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상호

작용을 보여줌으로 고객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5) 관계(relate) : 관계마케팅(Relate marketing)은 감

각마케팅과감성그리고인지, 행동마케팅의서로다른 4

가지를 포함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체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으로하여금이상적인자아로서타인및문화등과의

연결로 자기 향상 욕구를 자극한다.

[Fig. 3] Total Customer Experience[16]

D. Abel[16]의 총체적 고객경험은 고객경험의 단계를

[Fig.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고객

분석을 고객의 구매시점뿐만 아니라, 구매 전 후 과정을

포함하는 고객의 총체적 경험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고객이 중요시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으

므로고객의욕구와행동에대한세밀한분석을통해새

로운 가치창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의 경험은 기업의 경쟁우위로 유지하는 중

요한한요소로보는견해로, 고객의접점에서제품과서

비스가주는독특한경험적접촉포인트를정의한 Stein,

Alisha, and B. Ramaseshan[17]은 고객의 경험 여정을

[Fig. 4]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Fig. 4] Total Customer Experience[17]

고객이제품과서비스를탐색하고평가하고구매하고

구매후경험에대한일련의이모든상황에서고객은단

순히제품과서비스의생산, 배달및소비이상의것을원

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제품및서비스제공에수반되

는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illian Martin[18]은최근Online-Customer Exper -ience

(OCE) 온라인고객경험영역에서활발한연구가진행되

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도와 재구매자 Segment 에 대한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OCE에 대한연구를 살펴

보자면구매경험에따른혜택에대한인식이구매빈도와

관계없이 쇼핑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고객태도의 개념
Fishbein[19]이 정의한 태도(attitude)의 개념을 보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케 하는

학습된 선유경향 으로 태도를 정의하고 있다.

태도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태도가행동으로

나타나는데완벽한예측을할수있다고말할수없으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지지를 받

고 있다.

기업에서는 태도변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기

업에 호의적인 태도 형성과 변화 모색의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서 Fishbein 태도모델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Florent, Natalia, Robert[20]는 소비자의태도는브랜

드와제품에대한인식, 광고, 대용물에대해영향을받는

다고 주장했다.

Elkrghli, Sabri, Salah Mohamed[21]은 소비자태도변

화는기업이소비자의견을청취하여소비자에게제공되

는제품및서비스의강점과약점을파악하는데도움이

되며, 기업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감소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Ajzen[22]은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이들 평가에 대

한 내용은 행동에 대한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했다. Ajzen[23]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려는

의도는 소비자의 태도에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Seuring[24]은 고객의만족도를높이면관련기업에긍

정적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고객태도는 비용관리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족한 고객이 수익과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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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결과이다[25].

2.3 재 구매의도 개념
재 구매의도란 고객이 상품이나 무형의 서비스를 과

거구매경험을바탕으로다시제공받으려하는 경향이

며 특정 상품에 대한 반복구매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형성된다.

Manrai A.K[26]은 재구매의주요선행조건으로만족

도와 브랜드 선호도를 주장하였다 .Chechen Liao[27]은

온라인 구매자의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기대확증이론 (ECT: expectancy confirmation theory)

과 함께 재 구매이론을 제시했다.

기대확증이론은 마케팅이나 고객충성도를 연구하여

고객의 재고객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고객들의 의도는 주로

사용에 대한 만족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사용 경험

에 따른 예상 성능을 비교하여 기준점을 만드는 것으로

고객들의 평가과정을 알 수 있다.

고객의 재 구매 결정은 습관 보다는 인지과정과 기대

가치의 반응과정이라 주장했다. Park[28]은 “한국인터넷

쇼핑 비즈니스의 성공은 소비자의 재 구매 및 충성도에

의해결정된다.‘ 주장하였다. 김효진과한상린[29]은 고객

참여 중 감정적 참여, 물리적 참여는 서비스품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천슈앙,이경락[30] 은 소비자의 가치가 외부 및 고유

가치로 구성하고 재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정하였다. Molla and Licker[31]는 장기간

고객충성도로 인한 반복구매가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률

증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eLone and McLean[32] 모델에서 고객충성도는 재

구매의도로표현되고순이익은고객유지또는재구매의

도로 측정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Oliver R[33]는 재

구매의도는고객의긍정적추천과소비된서비스성능에

대한 고객의 태도의 결과라 주장했다. 기대확인 모델

(ECM : Expectation-Confirmation-Model)은 사용자의

지속적의사결정요인을설명하기위한것으로이를기초

로 Bhattacherjee[34] 은 새로운소비자를확보하는것이

기존 소비자를 유지하는 것 보다 5배나 비용이 더 많이

들기때문에유지의지속성이기업에게중요하다고주장

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Schmitt(1999)의 경험마케팅에관한연구는대부분감

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의 5가지경험적요소를기반으

로 소비자 태도와 인과관계의 규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요소가 발생되고 경험 되어지

는 제품탐색과정, 제품접점과정, 제품사용과정을 중심으

로 고객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이를 매개하여 재 구매의

도에 선행 프로세스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재 구매의도는 고객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동

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정의를기초로한선행이론으로Manrai A.K[25]

"브랜드 선택 행동의 수학적 모델", Liao, Chechen[26] "

온라인구매자의환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Park,

C[33. 한국의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 대한 문헌 고찰,

Zhang, Yixiang[28] "B2C 전자상거래에서의재구매의

도, Molla[29] 전자상거래시스템성공, DeLone[30] 정보

시스템성공의 DeLone 및 McLean모델, Oliver R[31] 소

비자 충성도는 언제 발생하는가?, Bhattacherjee[34] 정

보 시스템 지속성 이해 등의 선행이론을 참고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 H1을 설정하였다.

H1: 고객경험은 재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번째가설을정의하기위해고객접점상에서발생

되는 고객경험의 발생요소(탐색경험, 접점경험, 사용경

험)가 고객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관

계를 살펴볼 것이다.

Abel, Derek F[15] 듀얼전략으로관리하기, Stein[16]

고객경험터치포인트요소의식별, Lynda Andrews[17]

“구매빈도와 인지된 위험을 포함한 온라인 고객 경험의

재검토”, Gentile외[14] 고객 경험을 유지하는 방법,

Schmitt[2] 경험마케팅 등의 고객경험에 관한 선행이론

을 근거로 가설 H2를 설정하였다.

H2: 고객경험은고객태도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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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태도와 재 구매의도에 대한 가설에서 태도는 생

활중에얻게되는지식과정보와자극을통해접하게되

는 일련의 일들이 고객의 판단을 통해 행해지는 정보처

리과정을거치고나면부지불식간생각의종합적인좋고

싫음에 대한 결과물로서 태도가 형성이 된다.

고객태도에 대한 선행이론으로 Ajzen[18] 태도와 행

동관계, Florent[19] 탄자니아에서의수입제품에대한소

비자의 태도 결정 요인, Salah Mohamed[20], 터키와 중

국 여성 의류에 대한 고객의 태도, Ajzen, Icek, and

Martin Fishbein[21] 태도 이해 및 사회적 행동 예측,

Ajzen[22] 계획된행동이론, Seuring[23] 지속가능성및

공급망관리등의선행이론에기초하여가설 H3을설정

하였다.

H3 : 고객경험이통제된상황에서고객태도는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5]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창업기업의 경험적 요소가 발

생되는 제품탐색과정, 제품접점과정, 제품사용과정의 세

가지 고객접점 상에서 고객이 갖는 고객경험에 대한 요

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결과변수로는재구매의도로설정하였고, 경험에따른

영향인 고객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위해선행연구를통하여 [Fig. 5]와 같은 연구모

형을 개발하였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무형의 기업자원에 대한 효과

적활용에따른경쟁력확보에대한연구를위한것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 BI 센터와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제품

을 이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제품탐색, 제품접점, 제품사

용 과정을 통해 경험한 고객들이 창업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문헌에 사용된

검증된척도를참고하였으며, 각설문문항이연구목적에

대한개념을정확히반영하고있는지확인하였다. 본연

구를위하여자료수집은 2014년 11월 5일부터 20일 까지

15일간에 걸쳐 시행 되었으며, 설문지 200부중 185부가

회수 되었다.

회수된 185부 중 응답누락과 같은 사용될 수 없는 설

문지 5부를 제외한 180부의 설문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

다. 본 설문 조사에 앞서 창업기업인들의 사전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설문구성에 대한 항목의 개념과 용어 등

에대한맥락이응답자에게잘전달되었는지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설문에 반영하였다.

3.3 변수의 측정도구
3.3.1 고객경험
고객경험의 3가지 하위요인은제품의 탐색경험과접

점경험, 사용경험에 따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에

따른부문의측정으로강성구[35], Nancy M외[36], Peter

C외[37]의 연구에서사용된도구를본연구에맞게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3.3.2 고객태도
고객태도의하위요인으로판매원의응대및상품지식,

사후관리, 이용경험, 시설에대한만족도, 쇼핑경험, 서비

스경험, 제품사용에대한신뢰의항목을강성구[33], 임명

재[38], Khodr Fakih[39]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

구에맞게수정하여5문항을Likert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3.3.3 재 구매의도
기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변수인 재 구매의도

와 관련된 측정문항은 재 구매 의향과 추천의도에 대한

항목을 이지수[40], 김창수[41], Hellier외[42], Yixiang

Zhang[28] 연구에서사용된도구를본연구에맞게수정

해 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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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와 같이 성별에서는 남자 71.7% 여자

28.3%로남자가여성에비해높게조사되었으며, 경영자

의연령대는주로 40~50대가 76.7%로대부분을차지하였

다. 전체인구통계학적특성을정리해보면, 높은남성비

율과 50대 연령및기술, 지식서비스와같은기업의형태

등으로특징지어볼수있겠고, 이는현재창업하는사업

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초기성장기와성숙기에있는 1인창조기업의비

중이많고매출은 2000 만원이상또는 500만원미만으로

양분되어 있는것으로조사 되었고, 매출금액이 500만원

미만이 전체 51.1%를 이루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매출이높은제조와유통이있는반면, 1인창업

기업의특징이반영되어나온결과로해석되며전체적인

조사 집단의 특징은 표본으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에 대해서 측

정도구가적합하게측정하고있는지검증하기위해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주성분분석을이용해변수의구성요인

을 추출하고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 방식을 통해

요인구조를단순화하여변수분산중가급적많은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변수를 추출하여 구성개념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적재치 에서도 0.45 이상, 고유 값이 1 이상으로

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을 나타내

는 크론바흐 알파를 이용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계수 값이 0.6 이상 분석됨으로 내적일관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분

석을나타내는것으로유의적인상관관계가존재함을알

수 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
기업성과인 재 구매의도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른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검증법인 Baron &

Kenny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객의 경험적 요소인 고객

접점, 제품사용, 제품탐색에따른고객경험을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경험적요소가고객의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러한 태도변화는 재 구매의도

에영향을미쳤는가에대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Table 4>와 같이 독립변수에 대한

자기상관에 대해 Durbin -Watson 지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는 다음과같이확인되었

다.

Category of business N(%)

Gender
Male 129(71.7)
Female 51(28.3)

Age

19-less than 30yrs 12(6.7)
30-less than 40yrs 26(14.4)
40-less than 50yrs 66(36.7)
50-less than 60yrs 72(40.0)
over 60yrs 4(2.2)

education

middle school 1(0.6)
high school 4(2.2)
university 90(50)
college 8(4.4)
graduate school 77(42.8)

business
period

less than 1yrs 28(15.6)
1-less than 2yrs 30(16.7)
2-less than 3yrs 21(11.7)
3-less than 5yrs 23(12.8)
over 5yrs 78(43.3)

Category
of
business

technology 44(24.4)
manufacturing 19(10.6)
distribution and retail 22(12.2)
information 82(45.6)
others 13(7.2)

growth
stage

High growth period 13(7.2)
Maturity 53(29.4)
ebb tide 11(6.1)
entry 50(27.8)
early growth period 53(29.4)

Number
of
employees

One person 64(35.6)
2-less than 3 43(23.9)

4-less than 5 12(6.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6-less than 9 18(10)
10-less than 15 41(22.8)
15 and more 2(1.1)

Monthly
revenue

less than 100 20(11.1)
100-less than 300 28(15.6)
300-less than 500 31(17.2)
500-less than 1000 23(12.8)
1000-less than 2000 13(7.2)
2000 and more 6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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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1.196), 사용(1.309), 탐색(1.215) 값을 통해 VIF

값이 10보다 작음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지수는 1.750으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다.

이에 고객경험이 고객태도를 매개로 한 재 구매의도

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고

객의 경험을구성하는 3가지 부분으로 접점경험, 사용경

험, 탐색경험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결과,

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해위계적회귀분석방법을사용

하여검증한결과를 <Table 5>, [Fig. 6]로 나타내었으며

각단계별내용은다음과같다. Step1 에서는독립변수인

접점경험(p<0.05), 사용경험(p<0.01), 탐색경험(p<0.01)

으로 고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점경험이 높을수록 고객태도가 호의적으로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적 요소가 고객태도에

영향을 주는 설명력은 38%이다.

Step2에서분석결과독립변수인접점경험은유의하지

않았으며, 사용경험(p<0.01), 탐색경험(p<0.01)은 재 구

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용경험이 높을수록

탐색경험이 높을수록 고객의 재 구매의도는 높아졌으며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Step3 에서는 독립변수인 접점경험이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객태

도는고객접점이재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완전매

Variable name 1 2 3 4

Customer
experience

Contact experience 1.00 　 　 　

Search experience .280** 1.00 　 　

Use experience .380** .397** 1.00 　

Customer attitude .339** .563** .420** 1.00

Re-purchase intention .286** .441** .470** .440**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3> Inter-construct correlations. 

concept factor Variable name Factor Loadings Eigenvalue Dispersion Cronbach's α

Customer
experience

Contact
experience

Contact 3 .788

2.25 11.25 0.69
Contact 2 .725
Contact 4 .661
Contact 1 .605

Search
experience

Search 1 .691

2.20 11.00 0.69
Search 2 .675
Search 4 .586
Search 3 .455

Use
experience

Use3 .734

2.32 11.60 0.70
Use2 .678
Use1 .677
Use4 .542

Customer attitude

attitude2 .751

2.48 12.39 0.76
attitude4 .676
attitude1 .670
attitude3 .603

Re-purchase intention

Re-purchase2 .784

2.41 12.04 0.74
Re-purchase1 .719
Re-purchase3 .657
Re-purchase4 .557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2> Th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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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며, 사용경험과탐색경험에대하서는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β t VIF
Constant .551 　 1.409 　
Contact
experience

.092 .082 1.195 1.196

Use experience 0.404*** .324 4.503 1.309
Search
experience

0.310*** .289 4.169 1.215

R²  = 0.303 F = 25.536*** Durbin-Watson = 1.750
Dependent variable: Re-purchase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4> Effect of customer experience on 
Re-purchase intention

Step 1 Step 2 Step 3
Dependent
variable

Customer
attitude

Re-purchase
intention

Re-purchase
intention

Constant .760** .551 .400
Contact
experience

.066** .092 .063

Use
experience

.077*** .404*** .361***

Search
experience

.064*** .310*** .223***

Customer
attitude

　 　 .198**

R² .380 .303 .324
F 35.967*** 25.536*** 20.949***

* p < 0.1 ** p < 0.05 *** p < .001

<Table 5> Mediated effect results

[Fig. 6] Results of the Customer experience model

5. 결론
5.1 연구결과
본연구는고객경험이재구매의도에영향을줄수있

는가? 그러한 경험적요소는 무엇이며, 태도변화에긍정

적영향을주는가를논의하는것으로연구결과는고객의

사용과탐색경험이재구매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고, 이는 경험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해 주었다.

또한, 이전연구에서는태도변화에대한재구매의도

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선행된 요인으로 경험적 요

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중에서 경험에

대한요소를접점, 사용, 탐색으로나누어연구한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한적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

에서 현재의 양적인 고객관리에서 보다 더 진보된 형태

의 고객경험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고객의 양

적인 증가의 노력과 함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경험의증가를통해고객을확보할수있는고객경험

관리(CEM)를통해서고객이제품을재구매하도록하여

고객충성도를함께높이는전략이기업의마케팅전략으

로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5.2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기업자원이부족한초기창업기업의기업성과를내기

위한 선행되는 프로세스를 고객의 경험적 측면과 고객

태도적인측면에서창업기업중심으로본연구에서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선행적 요인의 영향관계에서 고객 경

험적 영향이 고객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에 따른 고객태도는 재 구매의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객경험과재구매의관계에서경험적요소중

사용경험과탐색경험은재구매의도에긍정적영향을주

었으나, 접촉경험은 비유의적으로 영향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초기기업이 고객의 경험적

요소를 잘 관리하면 재 구매의도를 높여 시설과 인력의

자원이 부족한 기업한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연구의한계점으로창업기업중에서 5년미만의기

업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고, 특히 지식서비스 업종

이많은점은한계로지적될수있으며, 향후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년이상의업력과업종으로연구된다면더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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