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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고객을 위한 활발한 상호작용 노력과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형성되는 좋은 감정을 레포(rapport)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환대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레포를 소개하고 그 역할과 기능

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사람(고객과 종업원)이 핵심인 환대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참여는 기업의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측면에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양측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서비스제공자가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는 상호작용

은 레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이라는 건설적

인 활동들은 일종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은 고객이 지각하는 관계신념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은 상호작용을 열심히 유도하는 서비스제공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참여도 레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전달받기보다는 고객 스스로가 참여

할 때 더욱 레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참여는 관계신념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객 스스로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도

움을 주고 협조할 때 함께한 서비스제공자와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포는 관계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객

은 종업원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레포와 같

은 좋은 감정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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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소비자들이 미용실과 같은 일반서비스업체를 비롯하여 병원, 은행과 같

은 전문서비스 기관에서도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결과(예: 헤어스타일, 재산, 치

유 등)와 가치(예: 자기만족, 행복, 건강 등)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제

공자와 공조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서비스 산업에서는

서비스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졌으

며, 고객참여(customer participation)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고객

이 더 이상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으로 서비

스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음을 의미한다. 기업측면에서도 고객

의 협조와 참여는 서비스 생산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 양질의 서비스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객의 측면에서도 고객은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즐

길 뿐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의 비분리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게 되며, 이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는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요소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은 관

계 강도나 관계 품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이들 입력요소 가운데 감정요소의 영향력이 강조됨에 따라, 서비스 관리

자들은 종업원이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감정에 대해 전례 없이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상희, 2006).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고객이

따뜻한 정(情)이나 애착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서문식․안진우(2009)는 서비스 접점이 대인간 접촉이 이

루어지는 사회교환이라고 판단하고 Lawler(2001)의 사회교환의 감정이론(the

affect theory of social exchange)을 바탕으로 고객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

호작용시의 고객의 감정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고객참여와 그에 따른

서비스제공자 간의 관계(공감대 형성의 정도)를 예측해보고 그러한 관계가 야기

하는 접점에 대한 고객의 평가정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들은 서비스 상황

에서 고객참여가 종업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감정적 변화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변수간의 구조적관계에 보다 분석적으로 접

근하는 이론적인 공헌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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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객참여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고

객의 감정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고객참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종업원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 상

태 혹은 감정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고객이 쉽게 평가하기

가 어렵다는 한계점 또한 지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의 활발한 상호작용 노력과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조를 통해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레포(rapport)라고 제시하고자 한다.

Gremler and Gwinner(2000)는 서비스 접점에서의 레포를 서비스 제공자와 고

객 사이에 형성되는 즐거운 상호작용(enjoyable intention)과 인적 유대감

(personal connec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레포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

객 사이에 맺어온 관계의 기간이나 접촉의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요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결속력 강화 요인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레포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접촉이 일회

적이거나 불규칙적인 경우에도 레포의 측정은 가능하다고 한다(Hennig-Thurau

et al.,2006).

더욱이 서비스제공자가 핵심인 서비스 환대산업에서의 고객참여와 레포는 서

비스 기업측면 뿐만 아니라 고객측면에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레포는 고객의 서비스품질 평가와 서비스제공자나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

계 유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레포

의 개념이 소개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최근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레포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윤만희․김정섭․.김주현, 2010), 앞으로는 관

광환대서비스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규명하여 기존의 연구를 확장

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제공자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두고 레포를 매개로

고객의 관계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유지와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 레포(rapport)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해보자 한다.

본 연구는 관광환대서비스기업이 일반 제품위주의 기업보다도 서비스품질지

수가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

장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

광환대서비스분야에서 레포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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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고객이 인지하는 서비스제공자와의 상호작용성

환대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서비스접점 종업원이 직접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고

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람(고객과 종업원)이 차지하

는 비중은 매우 크다. 환대서비스산업에서는 서비스상품을 생산하는 종업원에

의해서 고객 만족이나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나 기대 충족여부 등이 결정

되며, 장기적인 관계형성 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

스제공자의 사회성 혹은 상호작용성은 기업의 성과에 중추적인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 고객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

로 상호 관계적 처우에 초점을 두며 서비스실패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

의 사과, 정중, 공감, 도움, 노력 등을 포함한다(오창호․남경화․공기열, 2011).

Davidow(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이 제기되는 서비스실패의 상황에서 적절

한 인간적인 대우는 고객들의 재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회복의

상황에서도 상호관계 공정성은 회복 후 재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lemmer and Schneider(1996)의 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감정이 격해있는 고객들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McColl-Kennedy and Spark(2003)는 공정성이론을 예로

들며 상호작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확

보된 상태에서도 상호작용 노력이 결여되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이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과 고객이 상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관계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절차 공정성은 전반적인 구조지향의

회복의 시스템을 다루는 거시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하여 상호작용성

은 인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고객과 서비스

접점 종사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미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고객참여행동

김유경(2010)은 고객참여를 ‘고객이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참여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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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신적 혹은 물리적 노력이나 관여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고객참여란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행동적 개념이다. 물론 고객참여행동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전달

및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고객참여는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행동이나 태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

으로 이해되어지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nnew

and Binks(1996)는 참여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보공유,

책임감 있는 행동,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들었다. 우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부

분적 종업원으로서 고객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인적인 상호작용적 차원은 신뢰와 지원, 협동, 그리고 몰입과 같은 관계

적 요인을 나타낸다. Kelley et al.(1990)은 고객참여행동을 고객의 기술적 참여

품질과 기능적 참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행변수에 대해 살

펴보았다. Cermak and File(1994)은 고객이 관여하여 행하는 행동을 고객참여행

동이라 보고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였다. Rodie

and Kleine(2000)는 고객참여의 주요 특성을 서비스전달과정에 고객이 투입하는

세 가지 주요요소인 물리적 참여, 감정적 참여, 정보적 참여 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감정적 참여는 숙련되지 못하거나 불쾌한 접점종업원과 상호 접촉하는

동안 참아가며 유쾌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Bendapudi and Leone(2003)는 일(work)과 노력의 정도로 고객참여행동을 이해

하면서 고객참여정도에 따른 만족의 차이를 심리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조사하

기도 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고객참여행동은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고객의 필수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문식 등(2008; 2009; 2010)이 고객참여행동의 구성개념을 크게

사전적 참여단계, 기능적 참여단계, 그리고 결과적 참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관여(Cermak and File, 1994), 정보탐색(Kellogg et

al., 1997), 사전적 노력(Lloyd, 2003) 등은 사전적 참여단계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Yoon et al., 2004), 감정적 입력 및 정보적 입력(Rodie

and Kleine, 2000; 윤만희 등, 2005), 사려성과 사교성(이현주, 2002) 등은 기능

적 참여단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감(Mills and Morris, 1986),

협조(Kelley et al., 1990), 순응(Dellande, 1999) 등은 서비스품질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고객행동으로 결과적 참여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런 고객참여행

동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객참여행동이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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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객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적극적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레포

레포의 개념은 아직 일반적이지 못하며, 또한 관련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지

만, 잠재적으로 기업이나 학계 그리고 소비자가 레포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먼저, Weitz, Castleberry, and Tanner(1992)는 레포를 “상호 신뢰 속에서 형

성된 밀접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기술하였다. 또한 Dell(1991)은 서비스상황에서

레포를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와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긍정적 감정”으

로 정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뜻이 통하고 편안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LaBahn(1996)은 레포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 공감대

가 있고 또한 고객이 유쾌함을 인지해야한다”고 했으며, Ashforth and

Humphrey(1993)는 진정성을 강조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레포를 서

비스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운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윤만희․김정섭․김주현, 2010).

국내에서는 아직 레포에 대한 통일된 한국어 표현은 없지만, 레포 개념은 교

육을 대상으로 하거나 룸메이트 관계 그리고 의료서비스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상호작용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주현(2007)은 환대

서비스산업에서 레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서비스는 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교환 및 전달과정에서는 다양한 관계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비스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지속적인 상

호작용 속에서 향상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레포는 관계마케팅과

다양한 서비스 상황(B2B, 인적판매)에서 잠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remler and Gwinner(2000)는 기존의 개념적 연구와 여러 분야(교육, 기숙사,

룸메이트, 심리치료, 인적판매 등)의 고객과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

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접점의 레포를 구성하는 2개 차원을 도출하였는데,

서비스접점 참가자들 사이에서 지각하는 ‘즐거운 상호작용과 ’인적 유대감'이

그것이다. 여기서 ‘즐거운 상호작용’은 두 당사자 사이의 실제 상호접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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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Macintosh, 2009), '인적 유대감‘이란 두 당사자

사이의 결속(bond)에 관한 것으로 강한 연대감을 뜻한다. 이들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레포는 고객만족뿐 아니라 호의적 구전, 고객충성

심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Gremler and Gwinner,

2000; Henning-Thurau et al., 2006). 특히 그 결과 변수가 긍정적인 인지적 평

가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과 서비스 접점에서의 비분리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레포는 관광환대서비스산업에서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레포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은 개념 적용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레포 개념은

반복적인 상황이든 비 반복적인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서비스상황에 걸쳐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지성구․양범선․김성호, 2010). 종업원과 고객 사이

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반복 여부를 구분하기도

하고(Bitner and Hubbert, 1994), 반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Goodwin and Gremler, 1996). 하지만 레포는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반복적인

상호접촉(서비스접점)뿐만 아니라 항공 서비스처럼 동일 종업원을 반복 접촉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윤만희․김

정섭․김주현, 2010). 일부 레포 연구(Gremler and Gwinner, 2000)는 서비스접

점이 처음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즉, 서비스접점의 반

복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은 서비스종업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즐거움뿐 아

니라 인적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4. 관계신념 

관계신념은 기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의 질로써 축적된 가치를

의미하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이 미래 서비스제공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객의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고객관점에서의 관계

신념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충족을 위한 이행과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으

로 출발한다(Cheng et al., 2008). 이러한 관계신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전

반적인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는 몇 가지의 구성개념으로 형성된 통합적 구조라

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신념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

와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관계 품질의 하위구성 개념은 연구에 따라 채택여부가 조금씩 다르나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하위개념으로는 만족, 신뢰, 결속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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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신념의 하위차원은 고객만족과 신뢰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신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관계는 동일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의견은 일치한다(Cheng et al., 2008; Crosby et al., 1990).

관계신념의 구성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뢰는 거래 당사자

의 약속이 믿을 만하고 또 그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할 것이

라는 믿음의 정도이며, 거래 상대자끼리의 신뢰는 두 조직 간의 장기 관계형성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 상대자가 쌍방관계에서 협력을 원하고 의무

와 임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속은 서비스제공자

와 고객 사이에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고객관점에서의 관계신념은 지각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서비

스제공자의 능력을 통해 획득되며, 서비스제공자의 능력에 따른 과거 고품질 서

비스수행의 만족과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수행에 대한 신뢰는 고객의 지속적인

관계지속의도를 확보하고 있으며(Crosby et al., 1990), 고객이 지각한 관계신념

은 고객의 기대 및 욕구가 성취되고 전반적인 서비스경험에 대한 만족으로 이

어질 때 나타나게 된다.

최근에는 관계신념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관계적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관계신념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구성개념 때문이다(Palmatier et al.

2006). De Wulf 등(2001)은 관계신념의 구성개념으로 신뢰, 몰입, 관계만족을 강

조하였는데, 관계신념이라는 변수만으로도 관계에 대한 평가가 충분할 수 있고,

여러 변수들을 혼용해 쓰지 않더라도 연구의 방향과 관계적 매개를 살펴보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계신념이 다양한 구성개념을 지님으로써 관계의 매개에 대해 살펴볼 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되는 변수의 깊이가 있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관계신념이라는 변수만으로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이동규․박대환․오창호, 2010).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접점의 특성상 고객은 종업원의 서비스 활동을

최대한 돕고 지원해야하며(partial employee) 이에 종업원은 고객의 노력에 보답

하기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협조로 만들어지는 상호

작용적 관계신념은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얻는데 전략적인 도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강하게 믿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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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성별 연령 직업 월수입

서비스

이용객

(총 240명)

남자 98명

여자 142명

15-20세 4명

21-30세 145명

31-40세 67명

41세 이상 24명

고교생 3명

대학생 52명

직장인 102명

주부 70명

기타 13명

100만 원 미만 75명

100-200만원미만 88명

200-300만원 미만 46명

300만 원 이상 31명

Ⅲ. 연구 설계 

1. 자료수집

앞에서 도출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문항을 작성

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객과 소믈리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호텔와인레스토랑과 패밀리 레스토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체

험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령,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이루어졌

다. 총 25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1부의 설문지가 제외되

었으며 총 240부가 연구를 위해 이용되어졌다. 표본의 주요 인구 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2.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모든 측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이들 척도의 대부분은 서비스마케팅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출

하였다.

서비스전달과정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측정은 오창호(2011)가 측정한 항목들

을 참조하였으며, 고객참여는 서문식․안진우(2008)가 개발한 측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레포는 지성구 등(2010)과 윤만희 등(2010)의 연구에

서 사용된 측도를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계신념은 김남기․이현옥․이동

수(2009)가 사용한 측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상호작용성과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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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주요 선행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전달과정에서 발생하

는 레포를 매개변수로써 제시하였고, 레포의 효과를 통해 관계신념이 어떻게 강

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

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가설

4.1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성과 레포 및 관계신념과의 관계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소로는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고자하는 종업원들의 태도,

정중함, 이해심, 노력 등이 포함된다. Davidow(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이

제기되는 실패의 상황에서 적절한 인간적인 대우는 고객들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mith 등(1999)은 회복의 상황에서도 상호관계 공정성은 회복

후 재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lemmer and Schneider(1996)의 연구에

서는 종업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감정이 격

해있는 고객들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McColl-Kennedy

and Spark(2003)의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 상호작용성이 결려되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인 상호작용은 우호적인 감정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친밀감

의 형성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생산과정에서의 상호작용성이 고객과 서비스제

공자 모두가 지각할 수 있는 레포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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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설 1과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고객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레포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객이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고객참여와 레포 및 관계신념과의 관계 

서비스접점에서의 고객참여는 접점종업원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보

다 질적으로 우수한 접점상황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문식 외,

2009). Lawler(2001)는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우

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감정적 노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고객참여행동으로 상호작용이 원만

해지고 고객이 서비스종업원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형상한다면 접

점종업원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서문식 외, 2009). 고객참여의 일차적인 결과변수가 접점에서의 고객

의 감정적인 차원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고객참여행동은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는 레포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레포는 상대방과의 친밀하고 즐거운 관계로 이해하듯이, 서비스종업원을 돕고

서비스종업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고객은 서비스생산과정에서 보다 많은 봉사적

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서비스접

점에서의 지각된 경험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접점에서 서비스종업원과 생산적

인 상호교류를 경험한 고객은 자연스럽게 서비스종업원과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접점만족은 서비스종업원과의 인간적 교류와 상호작용

을 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인 레포를 형성하기위해

서는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행동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가설 3: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의 참여행동은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간의 레

포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서비스접점에서 고객의 참여행동은 관계신념 형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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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레포와 관계 신념과의 관계 

그간 레포에 대한 연구는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

았다(윤만희 외, 2010).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레포는 서비스에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레포는 관계 지속을 위한 신뢰나 몰입에 대한 고객의 느낌을 가리킨다

(DeWitt and Brady, 2003). 다시 말해, 고객과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레포 형성

은 서비스실패 후의 고객 만족 회복도를 증가시키고 재방문 의사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구전효과를 줄이고, 불만 표출의 빈도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

한 고객의 불평 의도를 줄여준다. 따라서 레포는 고객충성도와 고객의 몰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케팅 문헌에서도 고객과 판매원 사이의 유사성은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갖는다고 알려졌고(Crosby et al., 1990), 개인이나 관계에 대한 더 높은 상

호 관심은 판매원과 고객사이의 결속을 더 강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친근감으

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레포는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며,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레포는 만족이나 결속, 신뢰

등 관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mler and

Gwinner, 2000).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관계결과(relationship outcomes) 변수

에 더하여, 레포는 관계신념이나 관계품질 측면에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고객이 지각하는 레포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각 연구단위들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의 검

증은 Cronbach's α 값으로 검증하였고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은 제거하였으

며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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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요인과 신뢰도
항목 요인 eigen value pct of var(%)

상호작용성

.736

ITN2

ITN5

ITN1

ITN6

ITN3

ITN8

ITN9

0.883

0.779

0.764

0.701

0.689

0.663

0.601

2.411 8.791

적극성

.911

ACE2

ACE1

ACE3

ACE4

0.800

0.789

0.720

0.700

3.441 9.145

소통성

.821

CME1

CME3

CME2

CME4

0.809

0.762

0.711

0.690

2.347 12.033

교감성

.828

SME2

SME3

SME4

SME1

0.885

0.793

0.791

0.689

2.411 10.070

순응성

.899

COE3

COE1

COE5

COE2

COE4

0.871

0.853

0.852

0.807

0.661

2.517 9.322

요인명 및

신뢰도
항목 요인 eigen value pat of var(%)

레포

.899

RPT1

RPT5

RPT7

0.875

0.861

0.855

2.873 9.764

최초 신뢰성 분석결과, 상호작용성의 4번, 7번과 레포의 2번이 신뢰성을 저해

하여 이를 제거한 후 최종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표 2>, <표 3>에서 주요 요

인들의 항목들에 대한 Varimax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들의 고유치가

1이상이며, 요인부하량도 상호작용성과 레포에서 .5에 매우 근접한 세 개의 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5이상이며, Cronbach's α 계수가 .7이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원인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표 3>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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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T3

RPT4

RPT6

0.807

0.779

0.736

관계신념

.907

RQ5

RQ3

RQ1

RQ2

RQ4

0.800

0.799

0.721

0.689

0.665

3.222 10.102

변수명 측정항목
모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적합도

상호

작용성

ITN1 1.000 0.898 - -

χ2(d.f)=329.6

57(222),

p<0.001,

GFI=0.888,

AGFI=0.855,

RMR=0.041,

NFI=0.899,

CFI=0.956

ITN2 1.035 0.853 0.088 14.560***

ITN3 0.939 0.779 0.086 14.371***

ITN5 0.922 0.733 0.085 13.599***

ITN6 0.919 0.729 0.086 12.901***

ITN8 0.909 0.701 0.081 11.612***

ITN9 0.891 0.691 0.072 10.080***

적극성

ACE1 1.000 0.732 - -

ACE2 1.329 0.940 0.118 11.619***

ACE3 1.277 0.850 0.115 11.036***

ACE4 1.201 0.861 0.109 10.588***

소통성

CME1 1.000 0.898 - -

CME2 0.986 0.858 0.098 14.580***

CME3 0.966 0.820 0.080 13.711***

CME4 0.956 0.819 0.070 13.608***

교감성

SME1 1.000 0.779 - -

SME2 1.022 0.851 0.091 11.121***

SME3 0.969 0.795 0.086 10.899***

SME4 0.893 0.789 0.079 11.021***

순응성
COE1 1.000 0.781 - -

COE2 0.974 0.833 0.093 11.228***

2. 집중타당성 검증

측정항목들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개념별 단일 차원성을 확인한 결과, 개념별 적합지수는

상호작용성의 GFI값이 0.9에 거의 가까우며, 이외의 개념들은 수용이 충분한 수

준(χ2/df<5, RMR=0.05 이하, GFI=0.9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일차원성

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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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3 0.770 0.798 0.089 10.363***

COE4 0.784 0.791 0.081 10.402***

COE5 0.769 0.811 0.086 9.908***

레포

RPT1 1.000 0.791 - -

RPT3 1.011 0.888 0.111 12.909***

RPT4 0.899 0.699 0.091 9.938***

RPT5 0.818 0.687 0.085 10.271***

RPT6 0.822 0.675 0.071 8.778***

RPT7 0.778 0.693 0.065 8.708***

관계

신념

RQ1 1.000 0.855 - -

RQ2 1.034 0.776 0.093 11.371***

RQ3 1.115 0.868 0.087 12.759***

RQ4 1.202 0.844 0.085 12.731***

RQ5 0.823 0.811 0.076 12.978***

3. 판별타당성 검증 

판별타당성은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phi=1.0)을 기각하는 지의 여부로

평가한다. 즉 95% 신뢰구간에서 (phi±2×S.E.)가 1이 아니면 판별타당성이 있다

고 본다. 분석결과, 1이 아니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5>는 5개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0이 포함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 개념들 간에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구성개념간 판별타당성 분석

변수명 1 2 3 4

상호작용성 1

고객참여 0.859 1

레포 0.558 0.639 1

관계신념 0.494 0.532 0.538 1

4. 가설검증과 결과해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23.319(3), p<0.001,

GFI=0.953, RMR=0.024, NFI=0.978, CFI=0.966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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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수치에 매우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타당성

이 있는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구조방정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가설 검정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서비스제공자의 상호작용성과

레포의 관계에서 경로계수가 0.167(t=2.449,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나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성과 관계신념과의 관계에

서도 상관계수는 0.151(t=2.371, p<0.05)로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둘째, 고객참여와 레포와

의 관계에서는 상관계수가 0.244(t=3.449, p<0.01)로 나타나 상호간에 유의한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참여와 관계신념에서도 상관계수가

0.217(t=4.212, p<0.01)로서 고객참여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계신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레포와 관계신념간의 상관계수

는 0.301(t=5.445, p<0.001)로 나타나 <가설 5>도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방정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채택여부

가설 1 상호작용성→레포 0.167 0.055 2.449* 채택

가설 2 상호작용성→관계신념 0.151 0.061 2.371* 채택

가설 3 고객참여→레포 0.244 0.077 3.449** 채택

가설 4 고객참여→관계신념 0.217 0.071 4.212** 채택

가설 5 레포→관계신념 0.301 0.079 5.445*** 채택

χ2(d.f)=23.319(3), p<0.001, GFI=0.953, RMR=0.024, NFI=0.978, CFI=0.966

*: p<.05, **: p<.01, ***: p<.001

이상의 가설검증에 이어, <표 7>에서는 추가적으로 레포의 매개역할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변수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한계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χ2=427.63, df=124, p<0.00, χ2/df=3.44,

RMR=0.16, GFI=0.85, NFI=0.88, CFI=0.91, IFI=0.91, TLI=0.89). 그리고 관계신념

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의한 직접

효과 분석과 함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총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성과 고객참여는 레포를 매개하여 관계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서비스제공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고

객의 협조적인 참여는 레포를 매개하여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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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추가적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표준

오차
C.R p

2
상호작용성→

관계신념
0.67 0.23 0.44 0.09 7.65 0.00

4
고객참여→

관계신념
0.56 0.11 0.45 0.08 6.83 0.00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관광환대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서

비스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레포의 역할과 기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서비스제공자가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는 상호작

용성은 레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이라는

건설적인 활동들은 일종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은 고객이 지각하는 관계신념에도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객은 상호작용을 열심히 유도하는 서비스제공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은 모

두 지지되었다.

또한 고객참여도 레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

방적으로 서비스를 전달받기보다는 고객 스스로가 참여할 때 더욱 애착이나 친

밀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참여는 관계신념에도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객 스스로가 협조하고 도움을 준 서비

스제공자와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포는 관계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

감이나 유대감 등의 좋은 감정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역

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무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히 환대서비스(예: 골프, 의료, 호텔 레스토랑, 항공, 미용 등)에서는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객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



462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대서비스분야에서 서비스제공자가 레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

객이나 환자들이 서비스실패의 예방은 물론 기대이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환대서비스와 관련한 기업들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

는 현장종업원들이 레포를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시

스템이나 지원체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제

공자와 환자가 함께 문화공연 관람(지성구 외, 2010), 소믈리에의 와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 고객과의 편안한 의사소통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대서비스분야에서의 레포는 종업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중요한 촉진제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서비스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성검사

를 통한 기본적 소양뿐만 아니라 레포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극을 제시

하여 직원의 인성과 개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 후에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레포 형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제도

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런 반면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포의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레포

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레포는 경영학분야에서 관심을 먼저 가지고 몇몇 학자들이 연

구를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관광환대서비스 분야에 접목되어지지 않은 연구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포는 사람(고객과 서비스제공자)이 핵심인 관광환대서

비스산업에서 더욱 그 기능과 역할이 빛을 발하며, 꼭 적용해야할 변수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

레포는 사람의 감정에 중심을 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자 중심의 틀

에 박힌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

서 향후에는 정성적․정량적 연구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레

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탓에 본 연구도 지성구 외(2010)의 연구와 같

이 Gremler and Gwinner(2000)가 사용한 척도를 차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 있어서는 환대서비스전달과정에서 레포 형성과정을 CIT 방법을 이용한 척도

개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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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ervice Provider's Interaction and

Customer's Participation on Relationship Beliefs:

A Mediation Role of Rapport in Service Delivery†

Oh, Chang-Ho*․Park, Dae-Sub**

Service is delivered to customer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service

personnel and customer that will influence encounter outcomes. During

service encounter, physical, psychological, emotional elements will be put into

the service delivery.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rapport in

hospitality & service encounter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provider's interaction, customer's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belief.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d that service provider's interaction and

customer's particip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rapport. Furthermore,

rapport which a customer feels from employee was found to contribute

greatly to successful relationship beliefs with customers.

Key Words : Interaction, Customer participation, Rapport, Relationship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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