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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types of wedding ceremonies become diversified, and consumers’ needs 
become more selective, greater importance is given to wedding planners’ roles in the 
wedding industry, and consumers require differentiated types of wedding service. As 
a preliminary qualitative study in this field, an ethnographic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valued by consumers when selecting a wedding planner in the wed-
ding planner market, which has rapidly grown in recent years. An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with eight participants in terms of wedding planner utilization type 
and consumers’ understanding of wedding preparation with a wedding plann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axonomy, component analysis and decision 
table analysis; for validation, professional wedding planners were asked to review the 
items valued by consumers in selecting a wedding planner. Four factors - expense 
characteristic, wedding planners, wedding consulting companies, and customer cha-
racteristics - were identified, along with eight sub-factors (capability, service attitude, 
technical communication, personal factors, wedding planner encounter paths, spouse’s 
satisfaction status, and companies). Out of these, price (within budget), wedding 
planners’ capability, wedding planners’ service attitude are expected to be meaningful 
in further research because they were found to be attributes commonly valued by 
every respond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made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wedding planner selection attributes through ethnographic research and 
identified new wedding planner selection attributes.

Keywords: depth interview(심층면담), ethnography(에스노그라피), selection attribute
(선택속성), wedding planner(웨딩플래너)

I. Introduction

웨딩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결혼 준비 과정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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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과거 결혼식이 대형화, 정형화된 것이 특징

이었다면 최근에는 소형화, 비정형화된 결혼식을 원

하는 추세이며,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결혼식을 더

욱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준비비용을 간소화하여 결

혼을 하고 싶은 이들로 양극화되고 있다(Kim, 2017).
결혼은 사회에서 관계를 인정받는 관습적 행위이

며, 평생 한 번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없어 관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빠

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지가 중요하고 최

근 소비 트렌드에 따라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를 고려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Kim, Jeon, 
et al., 2017) 많은 소비자들이 예약대행 업무부터 결

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결혼식 디렉팅 전반

을 맡고 있는 전문가인 웨딩플래너를 통하여 결혼준

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웨딩플래너는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예비부부의 감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Kim & Yoon, 2015). 이처럼 웨딩플

래너를 통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웨딩플래너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그들이 원

하는 바대로 결혼을 효율적이고 특별하게 준비하기 

위해 웨딩플래너가 수행하는 인적서비스가 주는 가치

는 더욱 중요해졌다.
2000년대 초반 웨딩플래너라는 전문직종이 등장함

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 성장한 웨딩시장은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웨딩플래너의 인적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Kim, 2018). 그러므로 결

혼 준비에 있어 다양한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제공하는 웨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웨딩

플래너가 수행하는 인적서비스의 가치산정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해선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속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웨딩플래너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

로 웨딩플래너 선택 시 고려하는 속성, 즉 선택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웨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는 웨딩플래너의 역량과 웨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에 

따른 고객 행동의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초

점은 역량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나 행동의도에 맞추

어진 경향이 있었다(Hong, 2012; Jang & Hong, 2013; 
Kim & Jung, 2012; Kim & Yoon, 2015). 그러나 소비

자가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행동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웨딩플래너의 선택속

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므로 선택속성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웨딩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선택속성들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

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운영전략 방안으

로 이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웨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웨딩플래너 

선택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선택속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하위 구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

으로 웨딩산업 현장에서의 업그레이드된 업무 수행과 

학문분야에서의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웨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1. Wedding planner

웨딩플래너는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 상담을 통해 웨딩상품 및 혼수상품정보, 예식장 

예약, 일정관리 등 결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

고, 그의 예산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웨딩을 기획․

진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더 나아

가 건강가정 확산을 위한 참 결혼 문화를 실천하는 직

업이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014). 소비

자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결혼을 준

비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좋은 물건과 상품을 고르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며, 서비스 정신을 가지

고 해당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책임

감과 성실함이 요구된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4). 특히 신랑․신부의 문제검토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소

통능력과 설득력 그리고 적극적이며 자신감을 갖추어 

열정적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Park, 2006).
웨딩플래너는 서비스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

용노동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직종별․규모별(전
국)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에 의하면, 웨딩플래너는 결

혼상담원을 포함 2008년 기준 전국적으로 3,80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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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lated preceding research

Variables used

Research on selection attributes of 
wedding hall

Wedding hall, wedding hall facility, 
wedding hall transportation, wedding 
hall service, wedding hall food and 

beverage, wedding hall price, 
awareness of wedding hall

Economic attribute, additional service 
attribute, image attribute, physical 

attribute, brand attribute

Research on attributes of wedding 
planners and similar jobs (salespersons, 

consultants)

Professionalism, favorable impression, 
customer orientation, similarity, 
ethicality, attractiveness, truth

Capability, knowledge, attitude

Research on wedding service 
providers’human service

Activeness, professionalism, reliability, kindness, sympathy, responsiveness, 
tangibility, certainty

등록되어 있으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
vice, 2008),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도 검

색결과, 2018년 4월 기준 1,320개(서울: 591개)의 웨

딩컨설팅업체와 1,211개의 웨딩플래너업체, 그리고 

431개의 웨딩박람회가 검색되었다.

2. Selection attributes of wedding planners

선택속성이란 선택에 미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상

품이 갖는 성질 또는 특징에 따른 속성들이 집약적으

로 나타난 결과가 선택이며, 선택속성의 요인은 집단

별로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를 도출한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Kang, 2014). 선택속성은 제품의 군과 

개인의 가치관 및 개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

는가에 따라 중요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자

동차와 옷의 선택속성이 다른 것과 같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웨딩산업의 경우 결혼이 평생 한 번뿐

이라는 사회적 인식 및 고비용과 같은 웨딩서비스 상

품의 기초적인 특성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포괄적 문

제해결방식으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따라

서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과

정에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항목들에 따라 작용하

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웨딩산업에서 선택속성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웨딩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Kang, 2014; Li & Ko, 2015)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웨딩홀 선택속성은 웨딩홀 시설, 웨딩

홀 교통, 웨딩홀 서비스, 웨딩홀 식음료, 웨딩홀 가격, 

웨딩홀 인지도(Kang, 2014) 혹은 경제적 속성, 부가서

비스 속성, 이미지 속성, 물리적 속성, 브랜드 속성(Li 
& Ko, 2015)으로 나뉘었다. 또한, 웨딩플래너의 업무 

중 일부 유사한 판매원의 속성과 컨설턴트의 역량 및 

웨딩플래너의 역량을 평가한 연구(Bae, 2010; Kim & 
Jung, 2012; Park, 2015)가 진행되었으며, 웨딩산업에

서 서비스요원들의 인적 서비스 품질을 다룬 논문

(Hong, 2012; Jang & Hong, 2013; Kim & Yoon, 
2015)을 볼 수 있다. 판매원의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전문성․호감성․고객지향성․유사성․

윤리성․매력성․진실성은 고객 만족과 신뢰 및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Bae, 2010), 컨설턴트 역량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능력․지식․태도가 중요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Park, 2015). 웨

딩산업에서의 서비스요원의 인적서비스를 다룬 연구

에서는 적극성․전문성․신뢰성․친절성․공감성․

반응성․유형성․확실성으로 구분하여 고객 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Hong, 2012; Jang & 
Hong, 2013). 이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을 정리

해 보면 <Table 1>과 같다.

Ⅲ. Methods

1.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본 연구는 에스노그라피적 접근방법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웨딩플래너 선택 시 소비자들이 고

려한다고 생각하는 선택속성을 분류체계․성분분석 

및 결정표 분석을 실시하여 웨딩플래너 선택속성을 

추출하였다. 분류체계 분석을 위하여 Lee(2009)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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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flow diagram

해 재개발된 ‘대체질문(괄호 넣기)’과 ‘대조집합 분류

질문’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성분분석에는 ‘등급질문’
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시 ‘대체질문(괄호 넣기)’으로 “내가 웨딩

플래너를 선택하였을 때 고려했던 것은 (  )이다.”라
는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정보제공자가 직접 포스트잇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대조집합 분류질문이란, 인식하고 있는 분류체계나 

대조의 차원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대체질문으로 찾

은 용어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음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른 기준으로 2~3회 반복하여 분류․재분류를 통해 

인식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때 위의 대체질문

을 통해 찾은 용어들의 분류기준들을 분류체계․성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정보제공자들로 하여금 한 대

조집합 내에 있는 모든 용어들을 정보제공자가 생각

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서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

록 하는 등급질문을 실시하였다.
분류체계․성분분석 후에 웨딩플래너 선택 시 가

장 고려하였던 사항 3가지를 추출하여 결정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정표 분석이란 정보제공자가 추출한 3
가지 요소들의 조건 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행동대안에 정보제공자가 직접 표시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결정표 분

석은 정보제공자가 여러 고려 조건들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빠짐없이 알기 위해서, 
또는 여러 고려 사항들의 실질적인 중요성의 우선순

위를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모든 고려 조

건들과 조건의 조합들이 제시된 결정 표를 만들어 정

보제공자가 각각의 조합의 경우 어떤 행동을 할 것인

지를 말하는 대로 행동 대안을 기록하고, 각 경우 해당

되는 행동대안에 체크해 나가는 방식이다(Lee, 2015). 
본 연구는 에스노그라피의 분류체계와 성분분석 그리

고 결정표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항목들을 

웨딩플래너 경력 10년 이상인 석․박사 출신 전문가 

5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2. Research flow diagram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이 총 4단계에 걸쳐 진

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하여 응답을 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도록 라포를 

형성하는 질문을 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심층면담

을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소비자의 

웨딩플래너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분류체계분석 

및 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체계 및 성분분석 후

에 3단계에서는 결정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후면담 단계로 연구과정 중 발생한 의

문 등에 대한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
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를 섭외하였

다.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은 판단 표본추출(judge-
mental sampling) 또는 전문가 추출(expert sampling)
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목적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조사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며(Lee, 2005), Kim and Yun(2011)의 

연구에서처럼 소규모의 전문적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자의 이론적․실용적 관심에 따라 조사하거나, 
모 집단 전체를 모두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한다(as cited in Kang & Rhee, 2012).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웨딩플래너를 만나 인적서비스를 이용한 소비

자들 중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자

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결혼준비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심층면접 의사가 있는 이들

을 대상으로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8명을 연구 대상자로 섭외해 진행하였다. 이

들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었으며, 중요한 사항은 

수기로도 보완 작성하였다. 자료의 정리는 녹음된 파

일의 내용을 빠짐없이 텍스트로 작성한 후 작성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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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Year of
wedding

Duration of 
wedding preparation 

(months)

Wedding planner selection 
path

Number of 
meetings

Informant A F 34 2015 6 Husband’s acquaintance 7

Informant B F 33 2017 6 Fair 2

Informant C M 35 2017 6 Fair 2

Informant D F 32 2015 8 App search 1

Informant E F 30 2016 10 Introduction 5

Informant F F 30 2016 6 Indirect experience 6

Informant G F 35 2013 10 Search 6

Informant H F 28 2015 4 Introduction 6

료를 다시 연구대상, 연구대상자 특성, 선택속성 리스

트로 나눠 <Table 4>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연구대상자는 2013~2017년 사이에 결혼한 여자 7
명, 남자 1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6개 

항목으로 정리한 <Table 2>에 따르면 결혼 준비기간

은 4~10개월이며, 웨딩플래너를 만난 경로는 지인, 박
람회, 소개, 앱 검색 등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ttributes considered upon selection of wed-

ding planners

웨딩플래너 선택 시 정보제공자들이 고려하는 선

택속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분류체

계분석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
와 같이 웨딩플래너 선택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

하는 속성은 가격 요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고객 

특성요인, 웨딩컨설팅 회사요인 등 총 4가지로 묶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분류단계는 예산 내 금액, 역량, 
회사, 서비스 태도,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웨딩플래너

의 개인적 요소, 만남 경로, 배우자의 만족 여부 등 총 

8개로 나타났다.
분류체계분석 및 성분분석 후, <Table 5>와 같이 결

정표 분석을 통하여 응답한 여러 속성 중 중요도 순으

로 1~3위를 추출한 결과, 정보제공자들은 두 번째 분

류단계 중에서 금액, 역량, 서비스 태도, 만난 경로, 회
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가장 중요한 선택속

성으로는 역량, 금액, 서비스태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속성은 응답자들의 분류체계․성분분석 

시 각각의 하위 속성들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웨딩플

래너 선택 시 고려되는 속성들 중에서 중요한 속성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속성 중 전

문성, 고객지향성, 친절성, 신뢰성, 능력, 지식, 태도, 
반응성, 친절성을 포함한다(Hong, 2012; Jang & 
Hong, 2013; Kim & Jung, 2012; Park, 2015).

웨딩플래너 선택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
가지 선택속성인 가격 요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고
객 특성요인, 웨딩컨설팅 회사요인에 대한 응답사례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Expense characteristic

가격요인은 총 정보제공자 8명 중 아래 응답 사례

인 A․D․F․H를 포함하여 7명에게서 언급된 항목

으로, 단순 명시 비용이 아닌 가성비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 예산에 맞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웨딩플래너가 소속되어 있는 웨딩

컨설팅 회사들을 비교할 때 제휴업체들이 똑같다면 

그중 가장 저렴하게 가격을 줄 수 있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격이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정보제공자들에

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다수가 선택하는 평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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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dents’ taxonomy․component analysis ranking

Informant
Selection attributes A B C D E F G H

Price (within budget) 9 1 1 1 3 – 3 3

Capability

Customized service 
capability for 

customers
1,3,6 5 – 3,4,5 5,7,8 1 1,5,6,8,9 1,6,8

Benefit – – – – – 6 2 2,7

Service attitude 2,4 4 – 7 2,4,6 2,3 4,11 4,9

Technical communication – 2 2,3 – – – – 6

Personal 
factor

Identification – 3,6 5 6 – 5 10 5

Image – – – – – – – 4

Path 5 – – – 1 – – 3

Spouse’s preference status – – 4 – – 4 – –
Company 7 – – 2 9 – 7 –

<Table 4> Respondents’ wedding planner selection attributes
Classification 

phase 1
Classification 

phase 2
Classification 

phase 3 Classification phase 4

Expense 
characteristic Price (within budget)

Wedding 
planner 

characteristics

Capability

Customized 
service 

capability for 
customers

Provide lots of high-quality information about wedding preparation on 
a timely basis

Experience various ceremony situations
Giving care to lots of customers causes no problem in my wedding 

ceremony
Visualized data suggestion and sorting for selection alternatives

Career (ex. ≥5 years)
Cope with and solve complaints quickly

Ability to direct wedding space and plan wedding ceremony
Convenient scheduling

Insight (sense)
Curation (styling suitable for me)

Possess visualized data concerning postscripts to ceremony

Benefit 

Accompanying service 
(for preparation and ceremony)

Position upgrading
Differentiated special service specific to wedding planner

Service attitude

Wedding planner as a careful listener
Avoid encouraging contract

Scheduling for me
Avoid suggesting additional goods

Bridegroom care status
Trust

Quick answer to m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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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Classification 
phase 1

Classification 
phase 2

Classification 
phase 3 Classification phase 4

Wedding 
planner 

characteristics

Service 
attitude

Speech and behavior
Enthusiasm

Avoid quitting until the end of ceremony (responsible)
Attitude of serving customer
Opinion collectability status

Independent wedding preparation possibility status
Avoid imposing wedding planner’s own opinion

Sincere
Good communication 

Friendly speech
Comfortable

Kind
Convenient wedding progression

Avoid rescheduling due to environmental conditions (keeping promise)

Technical 
communication

　Goods explanation and price suggestion method
Way of speaking

Visualized additional data concerning explanation
Speech

(velocity, gesture, attractive word utilization status)
Qualit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Conversation sense

Personal 
factor

Identification

Marital status
Age

Avoid good appearance, taking spouse’s situation into account
Pregnancy status

Image

Feeling from conversation
Unburdensome image

Personal mood
Impression

Customer 
characteristic

Path

Fair
Introduction

Personal search (postscript)
Indirect experience

(from attendance to others’ wedding)
Spouse’s 

preference 
status

Spouse’s preference

Wedding 
consulting 
company

Company

Give benefits along with lots of famous businesses
Convenient system

Celebrity’s wedding progression
Company size

Company awareness

액 대를 설정하여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금액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적으

로 지칭하는 준거가격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꺼이 소비자가 지불할 용

의가 있는 가격의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Kwak & 
Cheon, 2009). 가격수용범위는 수용할 만한 가격수준

과 수용할 만한 가격의 폭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설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 차원들이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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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pondents’ Decision table analysis result

Ranked
Informant 1 2 3 Most Important attribute

A Capability
(curation)

Capability
(provide lots of 

high-quality information 
about wedding 

preparation on a timely 
basis)

Service attitude
(good communication)

Capability
(curation)

B Service attitude 
(sincere)

Price 
(within budget) Path Service attitude 

(sincere)

C

Capability
(provide lots of 

high-quality information 
about wedding 

preparation on a timely 
basis)

Price (within budget) Spouse’s preference Price 
(within budget)

D Price 
(within budget)

Service attitude 
(independent wedding 
preparation possibility 

status)

company
(convenient system

Price 
(within budget)

E

Service attitude 
(avoid quitting until the 

end of ceremony 
(responsible)

Service attitude 
(trust)

Price 
(within budget)

Service attitude 
(avoid quitting until the 

end of ceremony 
(responsible)

F

Capability
(visualized data 

suggestion and sorting 
for selection alternatives)

Service attitude
(attitude of serving 

customer)

Capability
(curation)

Capability
(curation)

G Capability
(curation)

Capability
(differentiated special 

service specific to 
wedding planner)

Price 
(within budget)

Capability
(curation)

H Capability
(curation)

Personal factor
(personal mood)

Capability
(differentiated special 

service specific to 
wedding planner)

Capability
(differentiated special 

service specific to 
wedding planner)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웨딩상

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은 제품의 절대가

격수준(실제가격)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내재된 상대

가격수준(준거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거가격

은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가격을 평가할 때, 비교대상

이 되는 기준가격이며(Rajendran & Tellis, 1994), 하
나의 기대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된 제품의 실제가

격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준거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된다(Ziethaml & Graham, 1983). 즉, 이러한 관점은 

과거의 구매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소비자의 가격지각

이 현재의 실제적인 가격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Kwak & Cheon, 2009), 결혼 준비과정

에서 준거가격은 주변인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 본다.

“웨딩플래너분이 제 마음에 드는 업체들,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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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릴 만한 업체들로 구성해서 가격을 내줬고, 
그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특별히 예산

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정보제공자 A)
“웨딩플래너가 제 결혼식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

는 것을 원했어요. 따라오면 부담스럽고 신랑이

랑 둘이 다니길 원했어요. 저는 가격이 가장 중요

한 요소였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웨딩플래너가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아서 계약하게 되

었어요.” (정보제공자 D)
“주변인들을 통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금

액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선

택한 웨딩플래너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한 금

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고

려하는 요소에서 제외했어요.” (정보제공자 F)
“가격은 스/드/메 상품 금액이 얼마라는 것보다 제

가 생각한 예산에서 얼마나 잘 챙겨줄 수 있는지

가 중요했어요.” (정보제공자 H)

가격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보제공자들은 

각각 박람회 신청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하여 

웨딩플래너를 선택한 경우였다. 이와 다른 경로를 통

하여 웨딩플래너를 만난 정보제공자들에 비해 웨딩플

래너 만남 횟수가 적고, 웨딩플래너의 동행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또한 웨딩상품 이용금액이 상대

적으로 저렴하였다. 이는 웨딩박람회가 저렴한 비용

으로 경제적이고 실속 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Song and Bae(200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 Wedding planner characteristics

(1) Capability

본 연구에서의 웨딩플래너 특성요인은 웨딩플래너 

역량, 서비스 태도,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요

소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웨딩 쥬얼리 판매원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전문성, 컨설턴트의 역

량 속성 중에서 능력과 지식, 웨딩 서비스요원의 인적

서비스 품질 속성의 전문성과 유사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Bae, 2010; Hong, 2012; Jang & Hong, 2013; 
Kim & Jung, 2012; Park, 2015).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중, 역량은 효과적인 수행자

와 비효과적인 수행자를 분별하는 특별하고 일관된 

동기․특질․기술․지식․자격․노하우 등이라 정

의할 수 있다(Kim & Jung, 2012). 첫 번째 하위요인

인 웨딩플래너의 역량은 다시 능력과 혜택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 응답사례와 같이 최하위 분류

단계인 큐레이션(나에게 맞는 스타일 제안) 능력은 

<Table 3>과 같이 5명의 정보제공자가 공통적으로 언

급한 속성이며, <Table 5>와 같이 결정표 분석을 통해 

8명의 응답자 중 3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된 항목

이다. 큐레이션은 예술 분야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 작품 관리 및 전시, 연구 등을 통칭하는 용어였

으나, 시대적으로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량이 급증

하여 정보의 수집과 배포, 신뢰성과 해석에 대한 중요

성을 부각시켰고, 이에‘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진화하였다(Lee, 2013; Shin & Lee, 2015).
웨딩플래너의 큐레이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집되는 정보들과 웨딩플래너가 경험한 바에 따라 구

성하여 색다른 가치가 부여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

으며,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랑․신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과도한 정보로 인한 피

로도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im, Jung, Kim, 
& Oh, 2017). 또한 신랑․신부의 취향이 반영된 가치 

있는 정보를 재구성하고, 맞춤 생산하는 웨딩플래너

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잠재적 

예비 신랑․신부의 경우 웨딩플래너 선택 동기 제공 

또는 의사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웨딩

플래너가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고객에게 맞춤 제공

하는 특별한 인적서비스로서 일반 판매원이나 컨설턴

트와 다른 속성을 지녔으며, 웨딩플래너가 하나의 플

랫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결혼식에 적

용해 주길 바랐죠.” (정보제공자 A)
“웨딩드레스샵 투어 때 저한테 잘 어울릴만한 드

레스를 추천해 주었어요.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

었고요.” (정보제공자 E)
“제가 어떤 스타일이 좋다고 웨딩플래너에게 말하

니 그런 스타일을 딱 맞게 눈앞에 보여주시며 추

천해 주었어요.” (정보제공자 F)

또한 정보제공자 F․G․H의 사례와 같이 양질의 

결혼준비 정보를 고객 자신(나)의 결혼준비 시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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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적절하게 충분히 제공하는 능력, 다양한 예식 상

황을 경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맞게 컨설팅하는 

능력, 동시에 많은 고객을 케어해도 나의 예식은 문제

없이 진행하는 능력, 상담 시 많은 선택 대안 중 내가 

원하는 콘셉트의 업체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주는 

능력, 웨딩플래너의 경력(예를 들어 5년차 이상), 체

계적인 스케줄 관리, 예식 후기 사례 시각화 자료, 웨
딩플래너의 안목 및 센스와 진행 능력, 준비 과정 및 

예식 당일 동행 서비스 등을 역량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웨딩플래너에게 기대한 서비스는 고객 

맞춤 서비스 능력과 전문성, 효율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보가 워낙 방대하니까 제게 맞는 정보를 제공

해 줬으면 했어요.” (정보제공자 F)
“시간절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보

제공자 G)
“제가 준비할 때 많이 따라와 주길 바랐어요. 내가 

궁금한 것을 딱딱 이야기해 주는 거요.” (정보제

공자 H)

웨딩플래너 특성요인의 하위 분류단계인 역량 중 웨

딩플래너의 제공 혜택은 고객이 선택한 업체에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펙으로의 업그레이드, 웨딩플래

너만의 차별화된 특별 서비스를 혜택이라고 응답하였

다. 아래 응답사례와 같이 여러 명의 웨딩플래너를 비

교하였을 때 가격이나 조건이 비슷한 경우, 제공 혜택

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웨딩플래너와 연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결혼 예정이지 않았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웨

딩플래너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저의 

상황에 맞게 결혼식장 콘셉트부터 정해주어서 그

거에 맞게 결혼식장부터 잡았어요. 웨딩플래너를 

3명 정도 만나서 비교하였는데, 제가 선택한 웨딩

플래너가 촬영 때 생화 부케를 따로 만들어 준다

고 했고, 결혼준비과정을 앨범으로 만들어 주었

는데 그게 중요했어요.” (정보제공자 G)
“웨딩플래너가 상담 시 결혼 진행 과정을 사진으

로 찍어 앨범을 만들어준다고 했던 것이 좋았어

요.” (정보제공자 H)

웨딩플래너의 역량요인에서 이러한 하위 선택속성

들은 컨설턴트의 역량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능력․지

식 요인과 판매원 및 웨딩 서비스 요원의 인적서비스 

품질에서의 전문성 요인과 일맥상통한 가운데 큐레

이션 능력, 동행 서비스, 고객 맞춤 서비스라는 웨딩

플래너 선택속성만의 차별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

었다.

(2) Service attitude

웨딩플래너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는 고객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분위기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웨딩플래너의 서비스 

태도와 관련 하위 응답 요인으로는 아래 정보제공자 

B․E․F․H의 사례와 같이 신부 위주로 준비하는 

동안 신랑 케어 여부, 웨딩플래너의 신뢰성, 질문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응대, 결혼 준비기간 도중 그만두

지 않는 책임감, 경청의 자세, 상담 시 계약을 강요하

지 않는 태도, 결혼 준비 시 나에게 스케줄 맞춰주기, 
추가 상품 권유하지 않기, 올바른 언행, 열정적인 서

비스 태도, 고객 응대 태도, 나의 의견 수렴 가능 여

부, 주체적인 결혼준비 가능 여부, 웨딩플래너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 태

도, 수월한 의사소통, 친근한 화법, 편안함, 친절함, 결
혼준비의 편리한 진행 방식, 환경적 상황으로 스케줄

이 변동되지 않게 하는 약속 이행의 태도 등의 요인들

이 도출되었다.

“결혼준비에 대해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르잖아

요. 웨딩플래너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상품을 판

매하는 지, 정보를 주는 지가 굉장히 중요했어

요.” (정보제공자 B)
“웨딩플래너 계약 후, 결혼식 전에 그만둬서 바뀌

는 경우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결

혼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가가 중요

했어요.” (정보제공자 E)
“신랑들은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나 화장 이런 것 

할 때 약간 소외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행한 웨딩

플래너는 상담할 때도 신랑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고 케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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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자 F)
“절차에 맞게 결혼 관련 정보를 주는 것도 좋았지

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신속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정보제공자 H)

이러한 응답 내용은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5)가 SERVQUAL 서비스의 5차원으로 나

눈 것과 유사하며, 이는 Hong(2012)의 연구에서 고객

과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자

세인 공감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청

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성, 커뮤니

케이션 수단과 같은 외양을 평가한 유형성, 정중한 태

도를 가지고 신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인 확신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 

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신뢰성으로 나눈 웨딩

플래너의 인적서비스 품질 요인과 유사하며, 판매원

의 속성 중 진실성과 고객지향성, 컨설턴트 역량을 평

가한 연구(Bae, 2010; Park, 2015)의 태도 요인과 일

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Technical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접점에서 웨딩플래너가 고

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가치를 전달하

여 구매하도록 설득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과정

에서 고객에게 좋은 소비경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본 연구에서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은 웨딩플

래너 특성요인의 하위분류 단계로 정보제공자 B와 H
는 웨딩플래너의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웨딩

플래너의 인적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

션의 하위 개념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포

괄하고 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고객 측면에

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제품 및 여러 서비스

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 및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은 웨딩플래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차
후의 행동의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Park, Kim, 
& Kim, 2013). 웨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에 대한 기대

는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정, 특정 사건

의 발생확률에 대한 예상 등의 의미가 포함된 개념으

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사용경험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고객의 기대감은 서비스 평가기준의 중요한 요소이

며, 기대감과 실제적인 서비스 수행 간의 비교 결과는 

만족으로 이어진다(Lee, Ahn, & Ha, 2010).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으로는 웨딩플래

너의 상품 설명 전략, 웨딩플래너의 설명에 대한 가시

화된 부연자료, 말의 속도,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정

보의 질과 양, 대화센스, 웨딩플래너의 대화 시 제스

처, 호감형 단어 사용 여부, 화법으로 나누어진다. 웨
딩플래너의 인적서비스 품질은 결혼을 준비해야만 경

험해 볼 수 있는 특수성이 있고, 웨딩플래너가 판매하

는 웨딩상품만으로는 가치가 불완전하며, 서비스 제

공자의 노동력이 추가된 인적서비스가 첨부되어야 비

로소 상품가치를 갖게 되고, 웨딩플래너의 서비스가 

소비자의 만족도와 구전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Jang & Hong, 2013).

“웨딩플래너가 제시한 상품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설명했어요. 상담할 때 보통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마

음에 들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고 본인과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 이런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라면

서 부연자료들도 많이 보여줬구요. 그래서 서비

스 품질도 좋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정보제공

자 B)
“웨딩플래너와 대화할 때 저와 느낌이 잘 통한다

고 느꼈어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대화센스가 있

었고, 제스처나 속도가 신뢰감이 갔어요. 그래서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왠지 나를 잘 챙겨줄 것 같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약을 고려할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제공자 H)

(4) Personal factor

본 연구에서 개인적 요소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은 

웨딩플래너의 신상과 이미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정보제공자 B․C․F․G의 응답과 같이 웨딩플

래너의 신상으로 언급된 하위 요소로는 웨딩플래너의 

결혼 여부, 웨딩플래너의 나이, 기혼 웨딩플래너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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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여부로 나타났는데, 나의 결혼식에 영향을 끼칠 정

도의 웨딩플래너의 일신상의 변화가 예측되는 웨딩플

래너를 선호하지 않았다.
웨딩플래너의 이미지는 고객들이 웨딩플래너에 대

해 가지는 심상이라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웨딩플래너

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아이디어, 인상의 총합 정보를 

통한 추론 과정으로 형성한 정신적 형상이다. 고객은 

스스로 진리라 믿는 주관적 지식인 이미지에 의해 행

동하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

딩플래너의 이미지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Suh 
& Lee, 2015). 웨딩플래너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하위 

항목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인상, 웨딩플래너와의 

상담 시 대화를 통해 받은 느낌, 사람의 분위기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웨딩플래너의 외형적 외모는 선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사람이 주는 분

위기나 인상은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정

형화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정보제

공자는 외모가 예쁘다고 생각되는 웨딩플래너와의 계

약은 오히려 배우자가 신경을 쓸 것 같아 눈치가 보인

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

“나이가 많아 보여서 경력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

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본인의 경험을 바

탕으로 조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

비 중에 웨딩플래너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

해서 연락이 안 되기도 했었어요.” (정보제공자 

B)
“웨딩플래너의 외모가 너무 예쁘거나 어리면 저는 

배우자가 신경을 쓸 것 같아 눈치가 보여서 계약

하기 꺼려질 것 같아요.” (정보제공자 C)
“결혼식 날 웨딩플래너가 만삭이었는데, 결혼식장

에 동행해 달라고 하기 미안했어요.” (정보제공

자 F)
“웨딩플래너의 외모보다는 오히려 인상, 분위기가 

중요했어요.” (정보제공자 G) 

웨딩플래너의 신상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선택속성으로 정보제공자들은 준비 과정 전반을 함께

하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결혼

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았으며, 웨딩

플래너에게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책임감 있는 

서비스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Customer characteristic

웨딩플래너 선택속성 중에서 고객 특성요인은 아

래 정보제공자 C․D․E․F․H의 사례와 같이 웨딩

플래너와의 만남경로, 배우자의 선호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신뢰감 있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하기 위하여 지

인으로부터 소개받기를 원하거나, 주변인이 진행한 

웨딩플래너 서비스의 간접체험을 통하여 본인의 결혼

식을 계획하거나, 검색경로를 통하여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객들이 각자의 

고려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웨딩플래너와의 

만남경로를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웨딩플래너를 선호하는지의 여부 또

한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웨딩플래너 

선택에 배우자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객 특성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웨딩플래너 선택속성만의 차별화된 점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상품

을 구매하거나 결혼 준비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만 볼 

수 없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신부가 마음에 들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신부가 더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신부 

위주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정보제공자 C)
“가격이 중요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해서 

결정했어요.” (정보제공자 D)
“믿을 만한 웨딩플래너를 만나려고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진행했죠.” (정보제공자 E)
“저는 마음에 들었어도 신랑이 싫어하거나 탐탁지 

않은 눈치였으면 계약을 유보했을 것 같아요. 근
데 또 제가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신랑이 좋다

고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보제공자 F)
“제가 마음에 들었어도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 하

지 않는 눈치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만 결혼 준비는 신부 위주니까 결국 제가 원하는 

사람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보

제공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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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dding consulting company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구매 전에는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구매 전에 물리적 환경과 같

은 유형적인 요소들을 찾게 되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

들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Hong, 2012). 정보제공자들

은 아래 사례와 같이 웨딩플래너가 소속되어 있는 웨

딩컨설팅 회사에 대해서는 인지도 있는 다양한 업체

를 보유하고 그 업체를 통하여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웨딩컨설팅 회사 시스템

의 편리함, 해당 회사를 통한 유명인의 결혼 진행여

부, 회사의 규모와 회사의 인지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컨설팅 회사에 방문하니 유명인들 결혼 진행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신뢰가 갔어요.” (정보제

공자 D)
“회사의 규모도 중요하죠. 망해버리면 안되니까.” 

(정보제공자 E)
“제휴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했어

요. 어디서 하기로 했는지 업체를 결정하고 난 뒤

에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어

요.” (정보제공자 G)
“웨딩컨설팅 회사에 제가 원하는 제휴업체가 있는

지가 중요했죠.” (정보제공자 H)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웨딩플래너 선택 시 소비자들이 고려하

는 속성을 도출하고자, 인지인류학 분야에서 시작되

어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스노그라

피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이 웨딩플래너 선택 시 고려하는 속성으로는 

가격요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고객 특성요인, 웨딩

컨설팅 회사요인 등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격요인은 통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고객 개

인의 예산으로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예산안에서 

가성비가 좋은 업체와의 진행 여부가 고려되고 있었

다. 둘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은 웨딩플래너의 역량, 
서비스 태도,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요소로 분

류되었으며, 역량에서 큐레이션 능력, 동행 서비스, 
고객 맞춤 서비스 능력 요소가 다른 분야와 차별화된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 특성요인은 웨딩

플래너와의 만남경로, 웨딩플래너에 대한 배우자의 

선호 여부이며, 이러한 고객 특성요인 또한 웨딩플래

너 선택속성에서 나타난 차별화된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은 웨딩컨설팅 회사요인으로 물리적 요인 

및 회사 시스템의 편리함, 제휴업체의 다양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중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의 웨딩플래너 인

적서비스 품질 구성요소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

회성 상품구매가 아닌 결혼 준비 과정 전반을 함께하

는 웨딩플래너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큐레이션 능력과 

동행 서비스 요소, 고객맞춤 서비스 능력은 차별화된 

요인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람과의 접촉(contact)을 지

양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비대면 거래, 무
인숍 등이 신기술 발전과 함께 구현되고 있으나(Kim, 
Jeon, et al., 2017), 결혼 준비는 인적서비스를 수행하

는 웨딩플래너의 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택

속성임을 시사하며, 또한 인적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중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목할 수 있어 이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웨딩플래너 특성요인 중 개인적 요소에서는 

친근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미지와 대화가 잘 통하

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웨딩컨설

팅 회사에서 웨딩플래너 내부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

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웨딩플래너의 신상요소 중 결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신상의 변화를 꺼려 하였는데, 이는 웨딩플래

너가 보다 책임감 있는 서비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

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웨딩플래너의 선택속성은 다른 분야의 

선택속성과는 달리 매우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웨딩플래너 선택에 있어 8명의 

정보제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선

택속성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비자들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모두 영향을 받아 매우 

포괄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가치에 따라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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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한 기대와 고려하는 선택속성이 다르게 도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웨딩플래너의 역량에 대해 기

대를 하지 않는 소비자는 웨딩컨설팅 회사요인 및 웨

딩플래너 특성요인 중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가격요인을 더욱 중시하였다. 웨딩플래너 특성요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 정보제공자는 웨딩플래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웨딩플래너와 만나게 되

는 경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큐레이션 능력과 동

행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민 또한 많다는 점이 드러났

다. 그러나 가격요인을 비롯해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서비스 태도, 큐레이션 능력 여부, 제공 혜택과 

같이 웨딩플래너와 처음에 계약하는 이유는 정보제공

자 모두가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웨딩플래너에게 기

대하는 모습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요

인을 중요시한 고객이라고 해서 다른 선택속성을 배

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웨딩컨설팅 회사 차원에서 웨딩시장을 분석하여 마케

팅 포지션을 설정할 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속성을 다원화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교육과 웨딩플래너의 자기계발 시 연구에서 나타

난 선택속성 요인이 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과과정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통해 정량적

인 연구기법으로는 도출해 낼 수 없는 웨딩플래너 선

택속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과 에

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통해 선행연구의 부재와 설문

지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소비자들의 웨딩플래너

에 대한 평소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고, 웨딩플래너 선택속성 요인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후속연구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

이 서울에 국한되어 있고, 남성 정보제공자와 여성 정

보제공자의 성비가 고르지 못한 점과 20․30대 연령

대별 비율이 고르지 못한 점, 연구대상이 8명에 국한

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결혼을 앞

둔 예비 신랑․신부들의 심층 면접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지역과 대상을 확

대하고,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웨딩플래너 선택속성

의 척도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와 나아가 결혼 준비 소

비자들의 추구 가치를 유형화하여 웨딩플래너 선택속

성의 가치산정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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