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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valid and reliable scale to evaluate customer orientation for clothing salespeople             

in order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in the apparel industry.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phases. First, a scale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customer orientation of clothing             

salespeople through a qualitative method. The second phase involved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evaluation questions through a quantitativ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7             

clothing salespeopl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MOS 7.0 and SPSS 15.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ustomer orientation questions were elici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fashion sales-            

people, analyses of fashion magazine articles, and previous studies. From the results, 38 preliminary             

questions were selected based on categorization, modification, and expert analyses of the content validity.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ustomer orientation scale that consisted of 24 questions in 7             

factors, we performed a verification of the convergent validity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magnitude of             

standardization factor loading,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and construct reliability. Discriminant          

validity was verified using the AVE of each of the two constructs and a comparison of the square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easured values were above or near the             

guideline values that demonstrates the validity of the customer orientation scale.

Key words: Customer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Salespeople, Validity; 고객지향성, 측정도구 개발,          

판매원, 타당성

I. 서  론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신규고객      

의 확보보다는 고객과 장기적 관계유지를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편익과 혜택을 우선      

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판매원은 기업을      

대표하여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      

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기도 하므로(Yi, 2008), 그    

들은 고객지향적 마케팅전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고객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과 장기적인 관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선행연    

구에서도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만족과 구매자-    

판매자 관계의 구축을 잘 유도한다는 사실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Bae & Lee, 2001; Gronroos, 1995;    

Saxe & Weitz, 1982; Suh & Ahn, 2004; Ye, 2008).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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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상품의 경우 상품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감성적     

특성이 강한 상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       

해 패션상품은 판매원의 역할에 따라 구매결정의도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중      

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많은 패션기업에서 다양한      

판매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문적 분야에서도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판매원의 고객      

지향성을 다루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Saxe and      

Weitz(1982)가 개발한 SOCO(Selling Orientation-Customer   

Orientation) 척도를 사용하며, 또 일부에서는 SERVQUAL     

의 일부를 발췌해 고객지향성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SOCO는 판매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과 고      

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및 구체적인 행동실천 자세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모든 분야의 판매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SOCO는 고객지      

향성의 6개의 구성요소들 간에 독립성이 낮고, 응답자      

분포가 심한 편향성을 나타냄으로써 고객지향성의 변별     

력이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Saxe & Weitz, 1982).

SOCO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rk(1996)은 판      

매원의 고객지향성을 가치관이나 인식적 요소를 함께 측      

정할 수 있는 고객지향지수(COIS; Customer Orientation     

Index of Salesperson)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산업에 적용시 많은 수정      

이 필요하다.

패션제품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지향성과 관    

련된 많은 연구들(Kim & Park, 2003; Lee, 2007; Suh &         

Kim, 2002)도 고객지향성의 측정을 위하여 SOCO 척도      

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임의로 SOCO나     

서비스 품질의 고객접대 부분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고 있다. SOCO를 개발한 Saxe and Weitz(1982)나 COIS       

를 개발한 Park(1996)도 논문에서 밝혔듯이 각 업종에      

맞는 고객지향성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      

는 타당성 있고 신뢰성을 갖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수행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위한 척도 개발     

을 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본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       

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본 척도의 유용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판매원의 역할

판매원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     

객 혹은 잠재고객과 직접 접촉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     

득하여 수요를 환기시키는 인적판매담당자로 정의된다    

(Kotler & Kevin, 2005). 또한 판매원은 의사소통을 통     

해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구매결정을     

유도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애호도를 가지도록 한다(Ahn et al., 2010).

판매원의 역할은 크게 구매 전 단계와 구매 후 단계     

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시장조사와 최근 트렌드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구매를 유도하는 것 등     

은 판매원의 구매 전 단계의 역할이다. 구매 후 단계에     

서 판매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단골고객의     

확보 및 유지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제품 정보 제공,     

선물이나 카드, 안부전화, 행사안내 등의 꾸준한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는 고객     

에게 신뢰감을 주고, 구전효과나 신규고객 창출 및 나     

아가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류제품의 경우 상품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구매     

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이 중요하므로, 다른 제품에     

비해 의류판매원은 신제품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류제품은 상품의 기능보다     

소비자의 감성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은 고객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 고객지향성의 개념 및 측정도구

인적판매 관리분야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서     

비스 마케팅의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객지향     

성은 목표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경쟁자보     

다 잘 충족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하는 철     

학이고 행위이다(Narver & Slater, 1990). Hoffman and     

Ingram(1992)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고객지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고객만족이     

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에 관한     

지식과 정확한 전달, 고객의 욕구충족, 고객중심적 사     

고와 행동, 장기적 관계, 고객이익 등의 핵심개념을 포     

함하고 있다.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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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성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고객만족의 대    

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인 인지적 요       

소와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중 Buzzotta et al.(1972)이 분류        

한 10개의 고객지향성은 행동적 요소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고객지향성을 6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Saxe     

and Weitz(1982)는 행동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ark(1996)은 고객지향성을 5개       

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      

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1>에서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고객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xe and Weitz(1982)가 개발한 SOCO,      

Park(1996)이 개발한 COIS, Donavan et al.(2004)가 개발      

한 척도, Brown et al.(2002)가 개발한 척도, SERVQUAL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 수정 또는 몇 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의류를 대상으로 한 대       

부분의 연구에서 SOCO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 최초의 시도이며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OCO와 판매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인식과 가치관을 함께 포함하여 고객      

지향성을 측정하는 COI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Saxe and Weitz의 SOCO(Selling Orientation-Cus-     

 tomer Orientation)

Saxe and Weitz(1982)는 마케팅 컨셉 및 인간관계모     

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판매간부와 판매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104개의 항목을 추출하여 최종적으     

로 6개의 구성요소를 갖는 24개 문항의 SOCO를 개발     

하였다. SOCO는 다양한 분야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개     

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판매원에 적용이 가능하     

며, 겉으로 드러나는 판매원의 행위로 판단하므로 궁     

극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인 고객의 입장에서 판     

매원의 고객지향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SOCO가 가진 구체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Park, 1996; Saxe & Weitz, 1982). 첫째, Saxe and     

Weitz(1982)의 SOCO 척도는 실증표본에 대하여 평균     

값이 7.75(9점 척도 기준)로 나타남으로써 고객지향성     

이 높은 판매원과 낮은 판매원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     

하고 있다. 둘째, SOCO는 측정항목에서 고객지향적 판     

매원의 태도 및 행동적 특성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믿     

음이나 인식 등 고객지향성향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적판매과정에서 거래적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고객지향적 판매에 요구되는 부가적 서     

비스나 인간관계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     

Table 1.  The scale used in previous studies for customer orientation 

Researcher The subject of study The scale for customer orientation

Brown et al. (2002) Restaurant employe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6 questions

Kim et al. (2002) Home study teacher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10 questions

Jeon (2005)
Salespeople of department store, discount    

stores and road shop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5 questions

Liu and Chen (2006) Hospital employee
6 questions for pleasure dimension, 

5 questions desire dimension from Brown et al. (2002)

Kim (2006) Discount store employe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questions for Donavan et     

al. (2001), Suh and Ahn (2004), 5 questions

Wagenheim and Anderson 

(2008)
Theme park employee

Reduction form 5 questions of SOCO from Thomas et al.     

(2001)

Kim (2007)
Salespeople and customers of department    

stor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8 questions

Cho (2001) Salespeople of department store Use of 18 questions from SERVQUAL scale

Suh and Kim (2002)
Salespeople and customers of department    

store
Use of SOCO scale, 24 questions

Kim and Park (2003) Clothing salespeople of department stor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14 questions

Jung (2005) Clothing salespeopl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7 questions

Lee (2007)
Fashion product salespeople of department    

store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SOCO scale, 6 questions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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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셋째, 고객지향성을 위한 구성요소 개발의      

방법론적 문제점이다. Saxe and Weitz(1982)는 사전적     

으로 구성요소를 규정하지 않고 문헌 및 면접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를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요소 간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포괄적으    

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원, 보험      

판매원, 호텔 종업원, 카지노 종업원 등 다양한 고객지       

향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SOCO를 부분 수정하여 사용      

하고 있다(Boles et al., 2001; Brown et al., 2002; Hoffman         

& Ingram, 1992; Kelly & Hoffman, 1997; Kim et al., 2002;

Kim, 2007; Suh & Kim, 2002). 또한 패션제품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지향성 연구에서도 대부분 SOCO를     

부분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Jeon, 2005; Kim & Park,      

2003; Lee, 2007).

2)  박대현의 COIS(Customer Orientation Index of Sales-       

    person)

Park(1996)은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SOCO의 척도를 개선, 확장하여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의     

포괄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객지향지수인 COIS를      

개발하였다. COIS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판매원의 구      

성요소를 마케팅 컨셉트 실천 차원, 인간적 차원, 시간       

적 차원, 비용적 차원 및 판매실무적 차원으로 설명하       

고 있다. 이때 척도의 정화과정에서 마케팅 컨셉트 실       

천개념은 신념적 요소와 고객응대적 요소 두 개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어, COIS는 총 5개의 요인 20개의 측       

정문항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COIS는 SOCO에서 사용한 행위적 내용      

들을 배제하고, 행위의 선행적 개념인 인식(perception)     

과 가치관(value)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SOCO가 단순      

척도를 제시한 반면, COIS는 지수를 산출하여 상대적      

인 중요도를 제시하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COIS가 가진 단점으로는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궁극     

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가치관에 관한 척도의 내용상 판매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SOCO가 모든 분야의      

판매원에 적용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COIS는 타산업      

적용시에 일반화에 대한 입증이 결여되어 수정 후 사       

용을 하여야 함은 연구자도 한계점에서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마케팅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한     

의류판매원이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판매원의 행동적 요소,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류     

제품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의류판매원과의 면접조사, 인     

터뷰기사 분석 등의 질적방법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SOCO에서의 문제점이었던 구성요소 간의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출된 문항들을 분류하고,     

이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패션제품판매원의 고객지향성 개념적 틀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     

발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두 단계로 나누     

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단계 1>과 <연구단계 2>     

의 연구절차는 <Fig. 1>과 같다.

2. 자료의 수집

내용타당성 평가의 결과로 완성된 문항을 의류판매     

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     

를 배포하여 34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327부가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     

의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34.9%로 가     

장 많았으며, 20대 초반(22.0%), 30대 초반(21.7%) 순     

이었다. 성별로는 여자 판매원(81.0%)가 남자 판매원     

(19.0%)에 비하여 훨씬 많았으며, 점포유형은 백화점     

(41.9%)이 가장 많았으며, 대리점(22.6%), 쇼핑몰(19.6%),    

아울렛(15.9%) 순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복종별로     

는 캐주얼(36.4%), 여성복(30.3%), 잡화(17.4%), 남성복    

(8.0%), 언더웨어(5.2%), 아동복(2.8%) 등 다양한 복종     

을 포함하였다. 판매원의 경력에서도 1년 미만의 경력     

부터 10년 이상의 경력까지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     

상관분석, 문항-전체 상관분석(Item-to-total correlation),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측정항목을 정화(Pu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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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하기 위해 탐색적인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AMOS 7.0을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     

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단계 1: 질적연구>의 연구결과

1) 고객지향성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문항의 도출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원     

의 고객지향성을 ‘의류판매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며, 고객이 원하는 모든      

편익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정의      

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에서는 단일자료나 단일    

연구자로 인해 생기는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       

료수집방법, 다양한 원천의 자료, 둘 이상의 연구진을      

구성하는 삼각검증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개별심층면접조사(individual in-depth interview)   

와 관련 잡지 인터뷰기사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그       

리고 고객지향성 차원을 분류함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      

이고자 연구자 이외에 패션마케팅 전공 박사 5명이 내       

용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개별심층면접

패션제품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    

여, 본 연구자는 판매경력이 5년 이상인 패션제품판매     

원 5인과의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장     

소는 판매원이 근무하는 매장근처 혹은 판매원의 집근     

처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판매원 한     

명 당 약 1시간 반 정도였다. 질문의 주된 내용은 판매     

원에게 필요한 조건, 본인이 알고 있는 우수 판매원의     

경험담, 가장 오래된 단골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     

계에서의 감동적인 일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판매     

원의 노력, 판매 후 고객관리방식 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질문     

을 줄이고 응답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였     

으며, 면접내용은 그들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통해 녹취     

하였고, 노트에 간단한 기록도 병행하였다. <Table 2>는     

면담에 응했던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2) 잡지 인터뷰기사 분석

패션제품판매원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를 보완하    

기 위하여 패션전문잡지의 베스트 점장이나 판매원에     

관한 인터뷰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뷰기사 분석     

에 사용된 잡지는 패션유통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패션전문잡지 Fashion Channel, Fashionbiz, 유통저널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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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종의 패션잡지를 선정하여 백화점 샵 매니저, 로드       

샵 매니저 등의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았다. 3종의 패션       

잡지에서 2006년 1월호부터 2009년 8월호까지 관련기     

사 63개 중 인터뷰한 패션제품판매원이 직접 인용한 문       

장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에 의거하여 개념들을 식별해내고 속     

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개방코딩의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와 잡지 인터뷰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낸 개념에 대하여 이들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찾아내고 개념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      

검토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7개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차원과 하위 차원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하위 차원에       

해당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중심적 사고 차원

고객중심적 사고 차원이란 판매원 스스로가 고객만     

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당장의 매출만을 생각하기보다 고객만족을 최우     

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접적인 매출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고객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함으    

로써 고객이 만족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장기적인 경       

쟁력을 갖게 된다는데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고객중심적 사고 범주에는 고객      

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장기적 관점의 판매중요성      

이라는 하위 범주가 이에 포함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       

과 같다.

“권해준 상품이 고객의 마음에 들어서, 예쁘게 소화하며 미소짓       

는 고객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주는 기쁨은, 상품을 팔았다는 사실        

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줘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참여자 1)

“...고객만족이 가장 중요하다.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찾는 매장이 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의 판매:         

“Accumulated know-how”, 2008, p. 181)

의류점포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객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은 판매원     

의 행위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SOCO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② 판매업무에 대한 열정

의류판매원은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가진 고객들을     

응대해야 하며, 고된 업무로 인하여 이직을 많이 하거     

나 그만두는 일이 잦다.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는 행동     

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원의 경우 이러한 직무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 차원은 많은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     

요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과     

판매원의 감정관리능력이 이에 포함된다.

“스스로가 옷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옷에 대한 열정이지요.”     

(직업에 대한 열정: 참여자 4)

“판매를 하다보면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게 되며 당황스런 일들     

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항상 나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     

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성공     

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감정관리능력: “Shop-     

master, the acquisition”, 2006, p. 49)

의류판매원의 심층면접 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감     

정적 요소는 패션상품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기존의 SOCO나 COIS에서는 볼 수 없는 패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에서만 나타난 차별적인 요소라고 본다.

③ 구매 시 개별고객 욕구파악 차원 

구매 시 개별고객 욕구파악 차원이란 구매시점에 개     

별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고객의     

선호스타일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     

한 개별고객 욕구파악 차원에는 욕구파악을 위한 노력     

과 고객의 선호스타일, 신속한 파악능력이 포함된다.

“고객이 여유있게 상품을 둘러보게 하고 고객의 표정과 관심     

을 갖는 상품들을 잘 기억하는거죠.” (개별고객 욕구파악을 위한     

Table 2. Information of in-depth interview subject

No. Position Age Sales career Education level Gender Clothing type Brand type Store type

Participant 1 Manager 41 16 yrs High school F Women's National brand Department store

Participant 2 Manager 33 6 yrs Graduate school F Women's Direct import brand Department store

Participant 3 Manager 49 5 yrs High school F Men's National brand Outlet store

Participant 4 Manager 28 8 yrs College F Casual National brand Road shop

Participant 5 Manager 31 12 yrs High school F Underwear Direct import brand Departme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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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참여자 5)

“판매는 순간이거든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짧은 순간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고객        

의 선호스타일 신속한 파악능력: 참여자 1)

앞서 고객지향성의 정의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     

적으로 삼았던 핵심요소인 이 차원은 Saxe and Weitz       

(1982)의 SOCO, Park(1996)의 COIS, Donavan et al.      

(2004) 등 기존의 고객지향성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었던 행동적 요소이다. 

④ 고객욕구를 충족시킬 상품제안능력

의류판매원은 패션제품과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체형과 착용상황, 욕구에 맞는      

패션제품을 제안할 수 있어야만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Ahn et al., 2010). 고객욕구를 충족시킬      

상품제안능력이란 패션제품이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개별고객의 체형이나 피부색     

등에 적합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로는 고객특성에 맞는 상품의 제안,      

지속적인 상품교육이나 지식습득, 패션/소재 등의 전문     

지식이 포함된다.

“제 경우는 가격을 보기보다는 취향, 피부톤,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사람의 개성같은 거를 파악해서 ‘이 분은 이 옷이 맞겠다’라          

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특성에 맞는 상품의 제안: 참여자 3)

“저희는 selling point card라는 상품정보카드를 작성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번씩 하게 되는데, 각 제품에 대해서 소재, 디자인        

특징, 세탁법 이런 거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또 함께 공유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지속적인         

상품교육: 참여자 4)

이 차원은 SOCO에서의 ‘정확한 상품설명’ 차원과 유      

사한 성격을 띠는 행동적 요소이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패션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패션트렌드와     

소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⑤ 신뢰의 차원

Swan et al.(1985)는 신뢰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패션판매원이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에게 솔직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판매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 고객과       

의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의 차원이란 판매원이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 매출      

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상술을 피하고, 고객에게 정직       

하고 진실되게 대함으로써 신뢰의 관계를 중시하는 특      

성을 의미한다. 이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로는 진정성,     

정직한 응대 등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단골고객님이 오셨     

는데, 와보니 막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막내가 골라드린 옷이 그다지 맘에 안 드셨데요. 맘에 안드시면 안     

사셔도 된다고 했더니, 너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서 노력이 가     

상해서 사가야 되겠다고 흔쾌히 사가시더라구요.” (진정성: 참여     

자 1)

“제품이 고객에게 어울리지 않을 경우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야     

반품가능성을 줄이게 되는거구요. 당장 판매보다 지속적인 고객이     

생기는게 중요하거든요.” (정직한 응대: 참여자 4)

이와 같이 신뢰의 차원은 SOCO의 ‘고객을 조종하     

거나 속이려는 상술을 쓰지 않는 것’의 차원과 유사한     

행동적 요소로, 이러한 신뢰의 차원은 기존 연구에서     

도 고객충성도나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⑥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

Saxe and Weitz(1982)에 의하면 고객지향성이 높은     

판매원은 고객의 친구처럼 행동하고, 고객지향성이 낮     

은 판매원은 고객을 적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이란 고객이 매장     

에 입점했을 때 판매원이 강압적으로 판매하려는 느낌     

을 주어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고객이 편안한 마     

음으로 제품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 차원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 동반자에     

대한 배려, 세심한 배려, 친근감 조성 등의 하위 범주     

로 구성된다.

“일단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제품을 권하지는     

않아요. 처음엔 어느 정도 매장을 돌아보도록 조금 떨어져서 보구     

요, 그래야 부담없이 볼 수 있거든요.” (편안한 분위기 조성: 참여     

자 2)

“함께 나온 남자 고객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거 같아요. 차를 대     

접한다거나, 여자들하고 함께 쇼핑하는 거에 대해 공감을 한다거     

나, 그럼에도 함께 쇼핑나온 것에 대한 칭찬 이런거...” (동반자에     

대한 배려: 참여자 2)

“취미활동으로 등산, 운동을 즐기며 평상시에도 스포츠웨어를     

자주 입는다. 때문에 자연스레 스포츠웨어를 찾는 고객과 친해질     

수 있다.” (친근감 조성: “Shopmaster, the acquisition”, 2006. p. 49)

본 연구에서 고객배려 차원으로 유대감과 친구같은     

느낌, 공감대 형성 등의 친근감 조성을 위한 행동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소비재를 대상으로 했     

던 SOCO의 ‘강압적 상술을 사용금지’ 차원과 유사하     

지만, 패션제품의 특성에 맞게 보다 고객의 감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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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다.

⑦ 판매 후 고객관리 차원

판매 후 고객관리 차원이란 판매 후 고객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불        

만족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의 만족 및       

지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 나타난 판매 후 고객관리 차원의 하위 범주로는 구        

매 후 확신, 불평처리, 사은품·선물제공, 정보제공, 고      

객을 잘 기억 등이 있다.

“확신을 다시 주는 거져. 혹시 마음에 안드시면 열흘 안에 교환         

환불가능하시구요. 그러나 고객님 이 제품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       

하는 제품이라서 아마 후회는 안하실 거에요. 또 잘 어울리시구요.”        

(구매 후 확신: 참여자 4)

“고객이 불만을 토로할 경우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어        

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고 요구만 들어주어        

도 고객 스스로 화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처리: 참여        

자 5)

“고객카드를 만들어 신상에 관한 특징, 구매했던 품목을 정리하       

고 기억하는데, 재방문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주면 대부분 호감       

을 갖기 때문이다.” (고객을 잘 기억: “Multi-player with qualifi-        

cations”, 2006, p. 38)

구매 후 고객관리 차원은 기존의 다른 고객지향성      

척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패션판매원의 판매     

에는 매우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고객지향성을 나타       

내는 행동적 요소이다.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이어지      

는 고객에 대한 관심으로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       

며, 이는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면접조사와 잡지 인터뷰기사를 통하여     

도출된 고객지향성의 7개의 차원과 하위 차원의 개념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서로 유사한 개념       

들을 통합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개념들을 범주화하      

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82개의 개념과 20개의       

하위 범주 및 7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2) 내용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2회의 내용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우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외에 패션마케팅 전공 박사 5인이 고객지향성      

의 각 차원과 측정도구의 내용을 확인하여, 측정도구      

자체가 각 차원의 속성이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가       

를 평가하였다. 5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7개 차원 38문       

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7개 차원 38문항을 패션마     

케팅 박사 2인이 문장의 어색함, 문장자체의 옳고 그름     

이 있는 듯한 문항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에 대하여    

최종 7개 차원 38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2. <연구단계 2: 양적연구>의 연구결과

1) 개념타당성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과 타당성의 개괄적 판단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   

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     

하였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7개 차원에 대하여     

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찾아보     

기 위해 알파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문항-전체 상관성     

(item-to-total)이 절대적 기준(0.4)에 미달하는 7개의 문     

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7개의 문항을 제외한 31개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0.3 미만인 문항과     

두 차원 이상에 높은 요인적재치(0.3)를 보이고 있는 문     

항,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차원에 들어간 문항 등 7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Table 3>과     

같이 최종적으로 7개 요인 24개 문항을 추출해 내었다.     

추출된 개별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 α로 측     

정한 결과 7개의 요인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7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     

분산은 62.2%로 나타났다.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을 행동적, 인지적, 감성적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고객특성에 맞는 상품     

제안’, ‘상품정보제공’, ‘신뢰의 중시’, ‘고객에 대한 배     

려’ 등의 차원은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행     

동적 요소로 SOCO에서도 유사한 차원이 존재하나, ‘판     

매 후 고객관리’ 차원은 패션판매원에게서만 보여지는     

행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객만족의 중요성 인지’     

차원은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이 담긴 인지적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COIS에서 강조했던 부분과 유     

사하다. 그러나 ‘판매업무에 대한 열정’ 차원은 감성제     

품인 의류제품에서만 볼 수 있는 감정적 요소인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다른 제품의 고객지향성과의 차이점     

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기존에 고객지향성의 측정도구로 가장 많     

이 사용되었던 SOCO 척도를 비교한 결과, SOCO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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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final factor analysis of a customer orientation for clothing salespeople

Factors Measurement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value R

2 Cronbach 

alpha

Customer-oriented 

attitude

I try my best to be of benefit to the customer.

I make efforts to think and act from the customer's viewpoint.

I think the customer satisf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high short-term          

sales.

.748

.738

.602
2.16 8.98 .885

Passion for sales 

work

I can reduce stress while working as a salesperson.

I enjoy the work itself as a salesperson.

I act kindly even if the customer makes an unreasonable demand.

.776

.742

.675

2.25 9.38 .859

Suggestion

of products

according to 

customer traits

I recommend products they consider a customer's skin tone and body type           

rather than high-priced goods. 

I suggest products according to customer traits.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o satisfy a customer's needs instead of sales.

.716

.599

.522

1.55 6.47 .854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I know professional terminology for fashion.

I correctly answer customer's questions in regards to a variety of pro-           

ducts.

I understand new product information (material, design characteristics,       

and washing instructions).

.827

.779

.597

2.33 9.69 .844

Emphasis on trust

I do not suggest unnecessary items to customers for sales.

I speak honestly if the product does not suit customers.

I do not exaggerate product facts to raise sales.

.731

.651

.584

2.02 8.43 .733

Considera tion

of customers

I also pay attention to companions with customers.

I give a special favor to look around before selling products.

I use familiar words and gestures for customers to feel comfortable.

I serve customers kindly and friendly whatever may happen.

.581

.523

.519

.498

1.96 8.18 .778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I act quickly on customer's complains.

I try to resolve problems when they occur over the sale of goods and ser-              

vices.

I treat customers more kindly for exchange or A/S.

I try to convince customers that a purchased product looks great.

I remember the style and items that customers previously purchased.

.734

.733

.581

.498

.456

2.66 11.1 .829

Fig. 2. Customer orientation distribution of SOCO and this study.

척도에 평균값이 7.75로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연구      

자 스스로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Saxe & Weitz, 1982).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값이 5.16으      

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Fig. 2>에서와 같이 SOCO       

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변별력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정제된 24개의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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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7개의 고객지향성 차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AMOS 7.0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개       

의 항목이 7개의 고객지향성 차원을 잘 나타내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을 해당되는 요인에만 부하하도      

록 하였으며, 오차들 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없고 7개       

의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합도 지수와 요인      

부하량을 고려하며,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평가하    

였다.

① 적합도 지수와 요인부하량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부합지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부합지수(AGFI=Adjusted  

GFI), 표준적합지수(NFI=Normed Fit Index), 비교부합    

지수(CFI=Comparative-of-fit Index), 절대적 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itation)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기준부합지수를 충족하거     

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냈고,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     

과 같다.

②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집중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construct)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 잠재요인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과 같이 몇     
Table 4. Fit index for identified factor structure model

χ
2

df GFI AGFI NFI CFI RMSEA

Model fit index 612.35 p=.000 231 .869 .830 .868 .912 .071

Table 5.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variable by construct

Path between measurement item and construct
Non stand.

coeff.

Stand.

coeff.
S.E C.R

Customer-oriented attitude 3 ← Customer-oriented attitude 1*** .829 - -

Customer-oriented attitude 2 ← Customer-oriented attitude 0.917*** .853 .051 18.082

Customer-oriented attitude 1 ← Customer-oriented attitude 0.974*** .872 .052 18.587

Passion for sales work 3 ← Passion for sales work 1*** .806 - -

Passion for sales work 2 ← Passion for sales work 1.198*** .821 .077 15.586

Passion for sales work 1 ← Passion for sales work 1.081*** .841 .068 15.922

Suggestion of products 3 ← Suggestion of products 1*** .799 - -

Suggestion of products 2 ← Suggestion of products 1.093*** .893 .063 17.470

Suggestion of products 1 ← Suggestion of products 0.847*** .770 .057 14.868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3 ←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1*** .730 - -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2 ←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1.121*** .860 .079 14.181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1 ←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1.103*** .823 .080 13.810

Emphasis on trust 3 ← Emphasis on trust 1*** .593 - -

Emphasis on trust 2 ← Emphasis on trust 1.283*** .709 .143 8.980

Emphasis on trust 1 ← Emphasis on trust 1.279*** .793 .138 9.244

Consideration of customers 4 ← Consideration of customers 1*** .679 - -

Consideration of customers 3 ← Consideration of customers 1.106*** .723 .099 11.122

Consideration of customers 2 ← Consideration of customers 1.120*** .676 .106 10.521

Consideration of customers 1 ← Consideration of customers 1.035*** .655 .101 10.240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5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1*** .707 -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4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1.150*** .837 .084 13.727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3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1.029*** .804 .078 13.273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2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0.807*** .647 .075 10.825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1 ←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0.999*** .593 .100  9.95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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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제외한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대부분이 .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측     

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크기가 .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       

로 받아들여진다. <Table 5>를 토대로 각 구성개념별      

AVE를 산출한 결과, 기준치인 .5 이상이거나 거의 근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구성개념의 신뢰도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오차    

분산의 값으로 산출한 결과, 신뢰 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인 .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 간에는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Table 6).

이상과 같이 고객지향성의 각 구성개념 간 집중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크기, 평균      

분산추출값, 구성개념 신뢰성 등의 3가지 방법을 사용한      

결과 3가지 모두의 방법에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근접함으로써 집중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③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     

계 제곱을 비교한 결과<Table 7>, 상품제안과 고객배     

려 차원의 상관관계 제곱값이 고객배려 차원의 AVE     

값보다 작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변수에     

서 AVE값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게 나     

옴으로써 모든 변수는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패션제품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과정을 밟아왔다. 우선     

심층면접조사와 잡지 분석 등의 질적연구를 통한 의류     

판매원의 문항추출을 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문항을     

새로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     

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개발된 의류판매원의 고객지     

향성 척도가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임을 증명하였다.

V. 결  론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만족과 고객과의 장기    

적인 관계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지향성 척도의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의류상품의 특성에 맞는 의류     

Table 6. AVE and CR by construct of customer orientation

Construct
Customer-oriented

attitude

Passion

for sales work

Suggestion

of products

according to

customer traits

Ability to

provide product

information

Emphasis

on trust

Consideration

of customers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AVE .73 .68 .68 .65 .49 .48 .52

CR .85 .81 .81 .80 .59 .73 .78

Bold type means that this satisfies the condition of .5

Table 7. Comparison of AVE and the square of correlation for each variable 

Customer-

oriented

attitude

Passion

for sales work 

Suggestion

of products 

Provide

product

information

Emphasis

on trust

Consideration

of customers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Customer-oriented attitude .73

Passion for sales work .33 .68

Suggestion of products .53 .27 .68

Provide product information .13 .20 .27 .65

Emphasis on trust .27 .16 .36 .10 .49

Consideration of customers .43 .40 .55 .47 .25 .48

Customer management after the sale .48 .38 .35 .31 .24 .39 .52

Bold type means AVE of each variable, and the rest is the square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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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 개발을      

위하여 두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질적연구를      

통하여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다음으로는 개발된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의류판매원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판매원 5명의 심층면접조사와 잡지기사    

분석, 기존 연구 등에서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문항을 분류, 수정하      

여 1차적으로 38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를 의류판매      

원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정제하였다. 그 결과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은 ‘고객중심사고’, ‘판매업무   

에 대한 열정’, ‘고객특성에 맞는 상품제안’, ‘상품정보      

제공’, ‘신뢰의 중시’, ‘고객에 대한 배려’, ‘판매 후 고        

객관리 차원’ 등의 7개 요인, 24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7개 요인으로 구성된 24개 문항의 고객지향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요인부하량     

의 크기, 평균분산추출값, 잠재요인 신뢰성 등을 파악      

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두 구성개념 각각의     

AVE와 그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는 방       

법을 이용하여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      

치가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의류점포의 특성에 맞는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에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되었던 SOCO는 9점 척도에 평균이 7.75로 변별력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의류판매원의 고객지향     

성 척도는 7점 척도에 5.16의 평균을 나타내고, 넓게 분        

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고객지향성 척도들이 판매원의 행동,     

또는 판매원의 인식적인 측면 만을 다룬 반면, 의류판       

매원의 고객지향성 척도는 판매원의 행동적 요소, 인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기업에서 판매원의 고객지향적 사고와 행     

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지향성 정도를 파악함으     

로써, 의류제품판매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둘째, 패션기업 내에서 판매원의 고객지향성 각 차원     

이 판매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과에 보다 많     

은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     

업의 전반적인 매출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고     

객지향성의 하위 차원 중 하나인 ‘판매업무에 대한 열     

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고객지향성의 선행요건으로    

도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의류판매원 면접조사와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판매원의 면접조     

사 과정에서 남성 판매원의 면접이 없었으며, 인터뷰     

기사만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잡화, 남     

성복 등의 의류매장에서 남성 판매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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