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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리조트의 명성이 다차원적 신뢰, 고객만족 및 

구전확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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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스키리조트의 명성이 다차원적 신뢰, 고객만족 및 구전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3개(P, W, Y)의 스키리조트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남･여 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이다. 수집된 자료 중 부적절한 
18부의 설문을 제외한 382개의 최종 유효표본을 가지고 빈도분석과 탐색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위하여 PASW 18.0을 활용하여 자료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스키리조트의 명성은 리조트에 대한 신뢰와 리조트 종사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리조트에 대한 신뢰와 리조트 종사원에 대한 신뢰는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리조트에 대한 신뢰와 리조트 종사원에 대한 신뢰는 구전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만족은 구전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키리조트, 명성, 신뢰, 고객만족, 구전확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effect of the reputation of ski resorts on 
multidimensional trust, customer satisfaction and spread by word-of-mouth. To attain this goal, 400 adult male 
and female subjects using 3 Ski Resorts located in Gangwon-do in Korea in 2013 were selected. For this, 
convenient sampling was used. The data was processed with the 382 final available samples excluding the 18 
inappropriate questionnaires through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reliability-, correlation-, and simple/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y using the PASW 18.0.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reputation of the ski resort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regarding the trust of the resorts and their employees. Second, trust in ski 
resorts and their employe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trust in ski 
resorts and their employe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pread of word-of-mouth about the 
resorts. Fourth, custom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iffusion by word-of-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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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서비스, 

시설 혹은 주변 환경에 해 각기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 

즉, 시간  투자   여도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활동에 한 심도나 가치부여

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29]. 

특히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익시설

에서부터 고도의 상업성을 띤 기업  성격의 리사업조

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 하고 있다[7]. 상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  동계스포츠 시설  스키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계 마 의 

방향은 많은 비용을 들여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는 기존 고객과 호의 인 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을 투

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 이며, 이는 궁극 으로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경쟁사로 고객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35]. 

국내의 스키리조트들도 이러한 경쟁의 우의를 높이기 

해 스키리조트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만족

을 향상시키기 해 리조트 시설이나 리조트의 명성  

정 인 이미지 향상 등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30]. 이러한 기업에 한 명성의 용물로는 랜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 랜드에 한 명성의 힘은 가

장 강력하며[17],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랜드의 신뢰

성을 높여 다. 

명성은 리미엄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해주며, 제품

의 품질이 찰되지 못할 경우 고품질임을 알려주는 정

보  신호이고, 신뢰에 한 주 이고 총 인 평가

이다[17]. 일반 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

뢰감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후 만족도를 높여  수 

있고, 이미지가 높지 않으면 제품의 랜드명성도의 상

 요도가 커지고 이에 따른 보완효과

(complimentary effect)가 나타나 랜드 리를 통해 그 

제품의 품질 인식  구매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4].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명성은 새로운 사용

자를 유치하는 역할과 기존 사용자를 유지하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다[20]. 반 으로 랜드(기업, 서비스)

에 한 명성을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가 그 랜드에 

한 품질평가에 해 실망감을 느낄 때 일어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서비스충성도를 

요시해야 하는 이유도 충성도를 통한 정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망하고 돌아섰을 때 오는 부

정  효과 역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20]. 

Keaveney(1995)[15]는 고객의 서비스 환 행 에 

한 연구에서 서비스 이  고객의 75%가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래 이용하던 서비스에 한 불만을 

토 로 환행동을 한다고 지 하 다. 불평 고객의 목

소리는 산불처럼 번져가고, 이러한 부정 인 구 효과는 

서비스 기업에 치명 인 타격을  수도 있다[18].

최근 신뢰와 련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차원

인 신뢰에 한 연구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신뢰는 

거래 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

에 의존한 계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들은 그들이 그러한 계에 몰입되기를 원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련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차원 인 신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스키리조트에 

한 신뢰를 알아보기 해 다차원 으로 리조트에 한 

신뢰와 종사자에 한 신뢰로 구분하여 진행 하고자 하

다. 스키리조트에 한 신뢰를 규명함에 있어 체

인 신뢰보다 이용 고객에게 직 으로 상호 계를 보

이는 종사자들에 한 신뢰를 추가로 상에 포함하 다. 

서비스 제공업체 종사자에 한 신뢰는 서비스마

에서 고객이 종업원과 혹은 특정 자원과 하는 순간

을 ‘진실의 순간(MOT: moment of truth)'이라할 만큼 서

비스 에서의 종업원에 한 평가는 요하다 할 수 

있다(Crosby, Evans, & Cowles, 1990). 계마  측면

에서 신뢰란 종사자가 장기 인 에서 고객의 이익에 

공헌하고 있다는 행동에 한 믿음으로 정의된다[9]. 

특히, Zaltman과 Moorman(1988)[39]은 신뢰를 고객

이 종업원의 행동을 측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종업

원에게 의존할 수 있어 정직하다고 믿는 범 를 반 하

는 개인간의 상태라고 하 다. 스키리조트 이용고객이 

지각하는 신뢰감은 고객이 리조트를 이용하고 느끼는 감

정인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만족은 이용 고객이 스키리조트를 이용한 후 

좋았는지, 만족했는지, 는 나빴는지, 불만족 했는지를 

평가하는 요한 척도이다. 한, 만족을 지각된 평가과

정으로 보는 견해와 련하여 Engel과 

Blackwell(1982)[9]은 선택된 안이 사  신념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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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되었다는 평가로 만족을 보았다. 결론 으로, 만족은 어

떤 특정한 제품이나 경험의 서비스 획득이나 소비경험에 

한 고객의 반 이고 주 이며, 평가 인 반응이라

고 볼 수 있다. 고객은 성과가 기 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만족을 하게 되고 기 에 부응하거나 그것을 상화할 

경우 만족하거나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의 재구매로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Oliver(1993)[24]는 부정 인 구 을 고객 불만에 한 

반응으로 간주하 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수신자의 입장

에서 보면 정 인 정보보다 부정 인 정보가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Blodgett(1994)[4]도 그의 연구에

서 부정 인 구  효과에 해 설명하 는데 제공된 서

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신규고객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구 의도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구 의도란 제품

이나 서비스에 련된 개인의 체험  경험에 근거한 비

공식 이고 비상업 인 코멘트나 의견으로서, 주로 화

나 서신, 화와 같은 개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루

어지고, 그 형태는 정 이거나 부정  는 립 인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타인의 제품에 한 태도

형성이나 구매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달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2,29]. 

즉, 태도 변화, 구매의사 직  구매, 제품정보를 타

인에게 재 달, 상표 환 효과[13, 29]가 있는 것으로 보

아 기업의 경 성과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만족이 구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 되었다.

구 확산은 온라인 구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달

하고자 하는 정도[6], 는 자신이 경험한 온라인 구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이야기 하는 정도로 정

의된다. 구 확산과 련하여 Harrison-Walker(2001)[12]

는 구 수용을 구 정보에 한 호의 인 태도와 행동의

도로 변화시켜 주는 정도로 정의하 고, 구 수신자가 

구 정보를 한 후 형성된 제품에 한 정 혹은 부정

인 이미지로 정의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키리조트 경 에 필요

한 많은 변수들 에서 명성과 련하여 다차원  신뢰 

즉, 리조트에 한 신뢰와 종사자에 한 신뢰, 리조트에 

한 고객만족  구 확산과 같은 계구성요인들의 

련성을 밝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최근 차 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스키리조트의 

경 략 수립을 한 기 자료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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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스키리조트의 명성과 리조트에 

한 신뢰, 종사원에 한 신뢰, 고객만족  구 확산과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 인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키리조트의 명성과 다차원  신뢰(리조트에 

한 신뢰 & 종사자에 한 신뢰)와의 계를 규명한다. 

둘째, 다차원  신뢰(리조트에 한 신뢰 & 종사자에 

한 신뢰)와 고객만족과의 계를 규명한다. 

셋째, 다차원  신뢰(리조트에 한 신뢰 & 종사자에 

한 신뢰)와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한다. 

넷째, 고객만족과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한다.  

이상의 연구목 을 규명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이 연구의 목 은 스키리조트의 명성이 다차원  신

뢰, 고객만족  구 확산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2013년 강원도 지역

에 소재한 3개(P, W, Y)의 스키리조트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남･여 400명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때 사

용한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이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보면, 상자의 평균연

령은 약 33세로 나타났다. 구분된 연령을 살펴보면 10  

미만이 6명, 20 가 177명, 30 가 115명, 40 가 48명, 50

 이상이 36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203명, 

여자가 179명으로 나타났다. 

스키리조트 회원 형태는 스키장 회원이 71명, 시즌권

회원이 177명, 비회원이 13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

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설문응답은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조사 상자의 구체 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Frequency Percent

age

Less than 20 6 1.6

20~29 177 46.3

30~39 115 30.1

40~49 48 12.6

More than 50 36 9.4

Total 382 100.0

sex

male 203 53.1

female 179 46.9

Total 382 100.0

member 

Category

Ski Member 71 18.6

Season Pass 

Members
177 46.3

Non-Members 134 35.1

Total 382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도구

2.2.1 스키리조트 명성

명성은 특정 기업의 사업상의 행 , 윤리, 표 에 한 

상 방의 평가정도[32]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한 

설문은 이문규(1999)[4]와 김치헌과 김 석(2003)[16]이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5단계 Likert척도로 된 5문

항으로 구성하 다.

2.2.2 다차원적 신뢰

다차원  신뢰는 신뢰의 평가 상을 스키리조트와 

스키리조트 내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한 신뢰로 각각 

두 상에 해 장기 인 에서 고객의 이익에 공헌

하고 있다는 행동에 한 믿음으로 정의되며[8] 이를 측

정하기 한 설문은 Sirdeshmukh, Singh, 

Sabol(2002)[31]이 사용하고 송윤재(2004)[33]가 수정하

여 사용한 것을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

단계 Likert척도로 된 각각의 4문항으로 구성하 다.

2.2.3 고객만족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 에 최 한 부응한 

결과, 제품과 서비스 등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가리킨다[35]. 이를 측

정하기 한 설문은 Oliver(1993)[24]가 사용하고 박동균

(2002)[25], 이용기, 신두철과 류철(2000)[21]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5단계 

Likert척도로 된 4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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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h
2

R. O. S. R 3 .828 .254 .051 .041 .106 .663

R. O. S. R 2 .784 .162 .014 .045 .093 .652

R. O. S. R 1 .764 .239 -.008 .099 .116 .766

R. O. S. R 5 .695 .308 .116 .037 .138 .646

R. O. S. R 4 .693 .377 .019 .084 .128 .612

T. O. E 3 .298 .864 .034 .108 .125 .631

T. O. E 2 .340 .850 .058 .108 .123 .753

T. O. E 4 .354 .844 .010 .094 .113 .747

T. O. E 1 .389 .787 -.047 .138 .157 .793

C. S 2 .025 .030 .852 .278 .203 .817

C. S 1 .040 .029 .840 .156 .180 .868

C. S 4 .047 .023 .838 .191 .309 .863

C. S 3 .035 -.028 .818 .216 .264 .859

W. O. M 3 .060 .080 .165 .879 .104 .766

W. O. M 1 .039 .132 .193 .850 .108 .846

W. O. M 2 .097 .072 .262 .824 .130 .788

W. O. M 4 .075 .092 .146 .792 .099 .836

T. O. R 2 .156 .165 .239 .116 .794 .790

T. O. R 4 .188 .094 .309 .186 .787 .779

T. O. R 3 .223 .072 .239 .215 .768 .821

T. O. R 1 .036 .146 .184 .011 .758 .672

Eigenvalues 3.465 3.288 3.226 3.154 2.837

Distributed(%) 16.499 15.659 15.360 15.020 13.511

Cumulative(%) 16.499 32.158 47.519 62.538 76.049

Cronbach's α .870 .942 .919 .895 .869

R. O. S. R = reputation of ski resorts,

T. O. E = trust of the employees

C. S = customer satisfaction

W. O. M = word-of-mouth

T. O. R = trust of the resorts

<Table 2>.Exploratory Factor Analysis

2.2.4

구 확산은 자신이 한 경험을 다른 소비자에게 

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한 설

문은 Chevalier & Mayzlin(2006)[6]이 사용한 바 있는 척

도를 수정하여 5단계 Likert척도로 된 4문항으로 구성하

다

 

2.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실시한 자료처리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사하

기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Cronbach's 𝒂

검사를 실시하 다. 셋째, 각 변수간의 계의 정도를 알

아보기 하여 상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넷째, 변수간의 향력 검증을 하여 단순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한 가설검증을 한 유의수 은 𝒂 =.05 수 에

서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3.1 결과

이 연구에서는 다항목을 이용한 각 차원들에 한 단

일차원성 검증으로 타당성을 평가하 다. 각 개념들에 

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 요인들을 분류한 후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3.1.1 탐색적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활용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는 통계  근거를 확보한 후 본조

사를 통해서 구성타당도 검사를 하 다. 이 때 평가기

은 요인 재값은 .3, 요인 설명력은 .5 이상으로 설정하

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각각 스키리조트 

명성, 리조트에 한 신뢰, 종사자에 한 신뢰, 고객만

족, 구 확산으로 분류되었다. 

3.1.2 신뢰도분석

요인별로 내 일 성 신뢰도인 Cronbach's α검사를 

하 는데, 그 결과 .869～.942 사이에 있어 Nunnally 

(1978)[23]가 제시한 .7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1.3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후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 별 척

도들에 해 서로의 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 확인하기 해서 상 분석을 하여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를 보면, 연구모형

과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변수들간의 계와 방향이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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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R. O. S. R 1

T. O. R .369** 1

T. O. E .670** .346** 1

C. S .143** .559** .110* 1

T. O. R .209** .359** .261** .467** 1

R. O. S. R = reputation of ski resorts,

T. O. E = trust of the employees

C. S = customer satisfaction

W. O. M = word-of-mouth

T. O. R = trust of the resorts

<Table 3> Correlation 

3.1.4 단순 및 다중회귀 분석

첫째, 스키리조트에 한 명성과 리조트에 한 신뢰 

 종사자에 한 신뢰와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단

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났다. <Table 4>를 살펴보면 리조트에 한 명성이 리조

트에 한 신뢰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6%인 것

으로 나타났고, 리조트에 한 명성이 종사자에 한 신

뢰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ndardized 

coefficient t r2 F

Beta

R. O. 

S. R

T. O. R .369 7.729*** .136 59.730***

T. O. E .670 17.617*** .450 310.350***

***p<.001

<Table 4> Reputation of the resort and 
            multidimensional trust

둘째, 리조트에 한 신뢰  종사자에 한 신뢰와 고

객만족과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5>

를 살펴보면 다차원 인 신뢰가 고객만족의 변동을 설명

하는 설명력은 32%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에 한 

신뢰보다 리조트에 한 신뢰가 고객만족에 더 큰 향

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ndardized 

coefficient t r
2

F

Beta

T. O. R
C. S

.592 13.111***
.320 89.320***

T. O. E .094 2.093*

*p<.05, ***p<.001

<Table 5> Reputation of the resort and 
multidimensional trust

셋째, 리조트에 한 신뢰  종사자에 한 신뢰와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6>

을 살펴보면 다차원 인 신뢰가 구 확산의 변동을 설명

하는 설명력은 15%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에 한 

신뢰보다 리조트에 한 신뢰가 구 확산에 더 큰 향

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ndardized 

coefficient t r
2

F

Beta

T. O. R
W. O. M

.305 6.036***
.150 33.420***

T. O. E .156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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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And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 
of trust and word of mouth spread

넷째, 고객만족과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하기 하

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7>을 살펴보면 고객만족이 구 확산

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ndardized 

coefficient t r2 F

Beta

W. O. M C. S .467 10.302*** .218 106.128***

***p<.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 of mouth spread

3.2 논의

첫째, 리조트에 한 신뢰와 다차원  신뢰와의 계

를 규명한 결과 리조트에 한 명성은 리조트에 한 신

뢰와 종사원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지각된 명성이 

소비자의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윤성 (2000)[37]과 박

종명(2001)[26]의 연구결과와 Cheskin Research(1999)[5]

의 연구를 통해서 명성과 신뢰의 직 인 계를 설명

할 수 있다. Cheskin Research(1999)[5]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에서 신뢰의 형성과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

과 신뢰의 결과변인을 악하고자 한 연구에서 랜드가 

암시하는 기업의 약속과 명성에 근거하여 신뢰가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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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스키리조트에 한 명성이 높을

수록 스키리조트에 한 신뢰와 종사원에 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Reddy, Holak과 

Bhat(1994)[27]는 명성이 높을수록, 마  능력이 뛰어

날수록 랜드확장 태도가 좋아 명성이 랜드확장에 

요하게 작용하는 요인 의 하나임을 강조한 바 있다. 따

라서 스키리조트 경 자와 운 진들은 스키리조트를 이

용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명성이 지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차원  신뢰와 고객만족과의 계를 규명한 

결과 다차원  신뢰는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Anderson

과 Narus(1990)[1][22]는 신뢰의 개념이 만족의 선행요인

이라고 지 하 고, Morgan과 Hunt(1994)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신뢰는 요한 선행요인

임을 입증 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스키리조트 이용객들이 지각하

는 리조트에 한 신뢰감과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들에 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키리조트에서는 이용객들

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경  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종사자들이 즐기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차원  신뢰와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한 

결과 다차원  신뢰는 구 확산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Ganesan(1994)[10]은 경로 구성원간 계가 신뢰 일수

록 력 이며, 비록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정 인 결

과를 가져다주며, 장기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향

을 보이게 된다고 하 고, 윤철호와 김상훈(2004)[36]의 

연구에서는 신뢰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에 해 호의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계석(2007)[19]은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으로써 센터에 한 정 인 태도가 형성 되고, 결과

으로는 정 인 구 이나 재구매의도와 같은 충성도

에 정 인 이가 이 진다고 하 다. 

넷째, 고객만족과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한 결과 

고객만족은 구 확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련하여 Bitner(1990)[3]의 연

구에서는 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에 한 정  는 부정  구 효과에도 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불만족한 고객은 만족한 고

객보다 지속 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으며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좋게 형

성되어 고객유지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고객만족은 경험 후 평가에 한 피드백으로 고객의 

기 가 충족되거나 과되었을 때 발생하고, 그 경험의 

상을 재구매할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정 인 구

활동을 함으로써 경험에 한 상에 정 인 태도를 

강화한다[11, 39]. 따라서 스키리조트 이용객들에게 높은 

고객만족이 형성되면 정 인 구 확산이 이루어진다

는 을 리조트 경 차원에서 인지하고 반 해야 할 것

이다.

Ⅳ. 결 론

4.1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스키리조트의 명성이 다차원  신

뢰  고객만족 그리고 구 확산과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하여 2013년 강원도 지역에 소

재한 3개(P, W, Y)의 스키리조트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남･여 400명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이들을 상으

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규명하기 하여 만

든 설문지를 이용해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스키리조트의 명성은 리조트에 한 신뢰와 리

조트 종사원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조트에 한 신뢰와 리조트 종사원에 한 신

뢰는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리조트에 한 신뢰와 리조트 종사원에 한 신

뢰는 구 확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만족은 구 확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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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연구의 목 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각 변수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는 하 으나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

계 과 그에 따른 후속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연구 상으로 인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 지역의 스

키리조트 3 곳을 방문한 고객들로 하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체 스키리조트  체육시설을 표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방

문 고객 수  지역을 고려한 보다 많은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키리조트 이용 고객 에서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스키리조트 운  과는 다

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키리조트 이용 고객

과 가장 최측근에서 하고 고객서비스의 최 방에 있

는 장 종사자들의 에서 연구가 병행 된다면 실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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