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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은행행행원원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과과과 관관관계계계적적적 행행행위위위가가가 관관관계계계성성성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이 영 철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도교수 :황 인 창

은행 등 금융권의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다.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의 발생과
동시에 소비가 되므로 저장하거나 운반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사회서비스업의 하나에 속한다.따라서 은행서비스는 서
비스 산업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여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마케팅의 개념을 바탕으로 은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마케팅이란 기업의 외부고객에 대한 활동만을 뜻하는 것으

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사내의 고객 특히 서비스 기업의 현장 은행원들
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지향적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행서비스에서 효과적인 관계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즉,외부고객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객장의 은행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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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은행원의 전문성정도와 관계적 행위 정도가 서비스의 품질
(신뢰와 만족)을 매개로 외부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구체적으로 외부 고객의 신뢰와 만족 그리고 마케팅 성과
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인과모
형으로 제시한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의 경영측면에서는 종사
자의 고객지향적인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요
구되는 새로운 시각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이 높아지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 받는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
향을 미쳐 마케팅 성과라 할 수 있는 충성도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 연
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하였
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은 매우 우수한 적합성을 보여

줬으며,설정한 가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원의 종업원에 대한 대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증진시켜 해당 금융기관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며,또한 은행원들의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과의 관계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

다.금융기관의 관계마케팅은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고
객과의 관계적 행위에 의해서 금융기관 서비스의 만족이 가능해지기 때문
에,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공의 결정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은행원의 전문성과 고객과의 관계적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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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따라서 은행서비스에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은행 은행원
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가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
적으로 입증되었기에 금융서비스 기관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영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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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은행 등 금융권의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다.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의 발생과
동시에 소비가 되므로 저장하거나 운반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이러한
서비스 산업에는 음식,숙박업,운수창고,도소매,금융,보험,부동산 상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사회서비스업의 하
나에 속한다.따라서 은행서비스는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
여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은 마케팅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해왔다.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았으며 금융수요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최근 금융기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금융기관에
서도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객욕구의 변화,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금융기관 간의 경쟁
의 심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이 더해 감에 따라 금융기
관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이 필수적인 경영관리 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마케팅의 개념을 바탕으로 은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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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이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형성,생산과 소비의 비분리
성,이질성 그리고 소멸성등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마케터들은
유형제품의 마케터들과의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마케팅이란 기업의 외부고객에 대한 활동만을 뜻하는 것으

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사내의 고객 특히 서비스 기업의 현장 은행원들
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지향적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즉,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강한 서비스에서 핵심이 되는 활
동으로서 내부 은행원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조성해 주
고 내부 은행원이 고객지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동기부여하고 개발
해주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달성할 수 있
는 것이다(BerryandParasuraman,1991).
금융기관의 관계마케팅은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고객

과의 관계적 행위에 의해서 금융기관 서비스의 만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다.특히,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공의 결
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은행원의 전문성과 고객과의 관계적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행서비스에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은
행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해위가 고객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금융서비스 기관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적

은행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 고객인 종사자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종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영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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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종 고객인 외부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결정된다는 생각
에 기초하고 있다(Berry,1995).특히,최근 들어 은행원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고객과의 관계적 행위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
략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마케팅의 목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최적의 서비스 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직 문화를 적절히 개발 유지해 나가 고객지향
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마케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이러한 고
객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
적인 관계마케팅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장기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또한 관계마케팅의 단기적
인 세부목표는 내부 은행원들을 고객 지향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이 되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적행위를 동기부여 시키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즉,종래의 마케팅에서는 단순하게 외부고객에게 초점을 맞춘
외부마케팅(externalmarketing)연구나 계획 등이 실천되어 왔으나,고객
과의 관계정도를 중시하는 관계마케팅에서는 금융기관의 현장종사원을 대
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고객지향적인 관계적행위를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실시되어지는 것이다.특히 서비스업종에서는 서비스제
공자와 고객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그 효용이 창출되므로 고객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종사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며,만족한 종사원만이 수준 높
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BrownFi나 & Bitner,1993).
본 연구는 은행서비스에서 효과적인 관계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즉,외부고객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객장의 은행원들
을 대상으로 은행원의 전문성정도와 관계적 행위 정도가 서비스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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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만족)을 매개로 외부고객의 충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고객의 신뢰와 만족 그리고 마케팅 성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인과모형으로 제시한
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의 경영측면에서는 종사자의 고객지향
적인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각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특히,관계마케팅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제 2절.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이 높아지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 받는 고객만족과 신뢰에 영
향을 미쳐 마케팅 성과라 할 수 있는 충성도로 나타나는 과정을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은행서비스의 관계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

공하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설계를 하고 은행서비스
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

된다.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연구의 개요 및 연구모형
을 설명하고,제 2장에서는 관계마케팅에 대한 문헌연구와 만족과 신뢰
그리고 충성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제3장은 연구 설계
부분으로서 은행직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와 신뢰 및 고객만족과 충성
도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실증연구방향을 제시한다.제4장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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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 부분으로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게 된다.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고,이를 토대로 관리적 시사점과 학문적 시사점 및
제한적,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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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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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제1절 관계마케팅에 관한 연구

1.관계마케팅 이론의 생성

관계 마케팅(RelationshipMarketing)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마케팅의
마케팅 믹스인 4P's가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발전단계를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한다는 불만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Sean, Burca, Teresa and
Meenaghan,Tony,1995).
이에 따라 4P's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자 서비스마케팅에서 Boom

andBiter(1981)는 사람(People),물적 증거(Physical),과정(Process)이라는
3가지 과정으로, Kotler(1986)는 공중관계, 정지적인 힘을 그리고
Judd(1987)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서비스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
다.이것은 서비스 기업이 개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적 거래관계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ilbert(1996)는 관계마케팅을 고객과 장기적으로 상호 만족하는 관계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거래와 관계의 차이를 <그
림 2-1>과 같이 나타내면서,거래마케팅은 단기간의 판매지향,기업지향
(‘me'oriented)특별한 판매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두며,구매설득을 강조
하며 교묘하게 다루면서(manipulation)불특정 고객을 공략하는 것인 반
면,관계마케팅은 장기 지향적,상호지향('we'oriented),재판매와 고객유
지에 초점,긍정적인 관계 창조,신뢰와 서비스 제공,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강화 그리고 개별적인 고객 프로파일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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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그림 2-1>관계마케팅의 전개과정

순수거래 반복거래 장기관련성
구매자-판매자

제휴관계

수평적 통합 네트워크조직
전략적 제휴

및 동맹

쌍방간의

종합적의존

순수거래 반복거래 장기관련성
구매자-판매자

제휴관계

수평적 통합 네트워크조직
전략적 제휴

및 동맹

쌍방간의

종합적의존

※자료 :FrederickE.Jr.Webster,"TheChangingRoleofMarketing
in the Corporation,"JournalofMarketing,Vol.56,Oct,
1992,p.5

AdrainPayne(1991)은 관계마케팅은 신규고객 창출을 마케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간주하고,신규고객을 관리 및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관계마케팅은 거래를 시작해서 거래를 성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객과의 관계지속과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관계마케팅의 개념 전개과정은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순수

거래에서 반복거래와 장기관련성 관계를 거쳐 수평적 통합까지 발전하게
되며,<그림 2-2>는 고객과 기업의 상호적인 마케팅으로 정보와 커뮤니
케이션 흐름은 고객과의 접촉과 신뢰를 통한 시발점으로 화폐와 재화가
교환되고,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의 표현이나 충고 등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주고 있다(김봉,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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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고객과 기업의 상호적인 마케팅

고고고고 객객객객 기기기기 업업업업

정보

커뮤니케이션

화폐

재화와 용역

피드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래구매

고고고고 객객객객 기기기기 업업업업

정보

커뮤니케이션

화폐

재화와 용역

피드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래구매

※ 자료 : 전영종,“관계마케팅을 위한 정립화 전략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소,2집,1995,p.61.

이러한 반응결과에 따라 미래효과에 대한 재 구매의도가 존재하게 되
는 것이다.관계마케팅의 성공은 고객과 기업간의 지속적인 일련의 접촉
을 이행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개선,고객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기회
및 상호작용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EvertGummeson(1987)은 전통적인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만

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하여 기업의 모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전략이 아닌 마케팅이 접근하기 쉬운 소비자 행동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
고 하였다.그리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초월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꾀한다는 마케팅의 기본
이념이 현실 적용 면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마케팅의 한계로 인하여 1980년대 초반에 마케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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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와 생산 등 여러 분야와의 관계(Relationship)를 중요시하는 관
계마케팅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현대의 마케팅은 고객과의 상호관계
와 속성변화를 고려한 관계마케팅 개념에 맞추어 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마케팅은 고객의 차별화된 요구보다는 공통된 요구에 집중한

마케팅 접근법이었다.이러한 방법은 경쟁사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현 사회에서는 불만족한 고객을 양산하게 함으로써 경쟁
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두되는 것이 관계마케팅
인데 이것은 개별고객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어 소비
자로 하여금 기업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할 수 있다.또한 기업은 거래
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황병일,1994).

RegisMckenna(1991)는 관계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첫째,고
객과 기업과의 만남이 긍정적이고 파트너로서 흥미가 있고,매력적이며
바람직하게 출발하여야 한다.둘째,관계의 구애기간 동안 정보를 서로 공
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알게 한다.즉 관계에 필요한 결속이 증가되기 위해
서는 양자 모두가 이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구애기간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셋째,적응의 기간으로서 기업은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대안을
제안하고,고객의 새로운 욕구에 기업이 맞추어 나가야 한다.
적응기간이 지나면 진전의 단계로 들어서 진전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관계유지가 힘들어 진다.기업과 고객은 규칙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관계형성을 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기업과 고
객의 관계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불성실시한 약속 이행이나 타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불안
정한 거래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뢰와 만족의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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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고객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자,내부 조직,은

행원,소비자로 확대하여 협동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굳건히 함으
로써 공동의 이익과 함께 고객의 욕구를 보다 만족시키는 관계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관계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지향적,일대일 커뮤니케이션,고객
평생가치에 대한 장기적 관심,정보,쌍방적 커뮤니케이션,고객을 파트너
로 만드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고객획득 이상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궁극
적으로 관계마케팅은 잠재 소비자를 소비자로 소비자를 고객으로,고객을
단골고객으로,단골고객을 지지자 또는 옹호자로,동반자 관계로 형성시키
는데 노력이다.

2.관계마케팅 의의

Davisow(1986)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 사업의 장래가 현재 자기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앞으로도 재 구매를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이는 고객 창조뿐만 아니
라 고객 재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잦는다.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경
쟁 호텔의 고객을 끌어오는 것보다 현재 우리 호텔을 찾은 고객들의 충성
도(Loyalty)를 높여 단골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매출액 증대와 비용절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마케팅 원리 중 하나는 2:8원리 이다.
기업이 접하게 되는 고객이 모두 동일한 고객은 아니며 매출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는 우수고객이 불과 20%의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하도록 고
정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리이다.신규고객확보에는 기존고
객에 비해 2.5배나 많은 마케팅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허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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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우수고객의 확보,다시 말해 고정고객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
기다.이러한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SeviceEncounter)을 관리하여 그들과
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튼튼한 고객기반을 다지려는 것
이 관계마케팅(Relationshipmarketing)이다.
관계마케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마케팅문헌에 도입한 Berry(1983)는

관계마케팅을 “고객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는 마케팅활동(attracting,
maintainingandenhancingcustomerrelationships)"로 정의하면서,새로
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마케팅과정에 있어서 중간 단계로 인식되어져야
하며,관계를 강화하고 고객을 단골화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임
을 주장하고 있다.전통적인 마케팅믹스 관리패러다임에서 강조해 온 신
규고객보다 기존고객의 관리에 마케팅활동이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는 견
해이다.
그리고 Berry(1983)는 이러한 관계마케팅을 서비스 조직에서 고객관계

를 고양하고,유지하고,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관계마케팅을
실행하기위해 고객관계를 추구하는 핵심서비스 개발,개별고객에 대한 관
계중심,특별한 이익으로서의 핵심서비스 증대,고객충성도를 높이는 서비
스 가격,고객에게 잘 수행하는 은행원에 대한 마케팅의 5가지 주요 전략
요소를 제시하였다.
한편,P.Kotler(1990)는 관계마케팅이란 마케팅관리자와 고객⋅중간상⋅

대리점⋅공급자들 상호간에 경제적⋅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장기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거래를 형성
하고 그 최종 결과로서 마케팅 네트워크라는 특수한 기업 자산을 구축하
는 것이라고 하였으며,MorganandHunt(1994)는 관계마케팅은 마케팅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성공적인 거래관계를 확립,발전,유지시키는 주요
전환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관계마케팅의 본질에 가장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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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Jackson(1983)은 관계마케팅을 개별고객(individualaccount)과 강하고

영구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TurnbullandWilson(1989)
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유대(bonds)의 창조를 통하여 장기적인 구매자 -
판매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으며,Gronroos(1990)는 상대방을 충
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객관계를 수립하고,촉진하고,상업화하는 마케팅
이라고 했다.
CopulskyandWolf(1990)는 관계마케팅을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

에게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광고 및 홍보,프로모션과 같은 다이렉트
마케팅을 결합한 것이라고 하여 현 호텔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에 한정해서
관계마케팅을 개념화하였다.
McKenna(1991)는 관계마케팅을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기업과 통합하여야 하며,두 사람 사이
의 사적인 개인관계는 만남,정보공유,상호간의 적응,진전,상호이익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조직과 고객사이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ShaniandandChalasani(1992)는 개인적인 고객을 만들고,유지 및 동화
를 집대성하기 위한 노력과 상호작용,개별화,장기적인 가치추구를 위해
그리고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객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BerryandParasuraman(1991)은 관계마케팅은 복합적인 서비스 조직

내에서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시키는 유인력과 유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유지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고객과 기업 상호간의 관계약
속을 만드는 새로운 근간을 만든다고 하였다.더 나아가 Andersonand
Narus(1990)는 관계마케팅을 중간고객(IntermediateCustomer)과 영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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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로 거래 관계,즉 유통경로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다.Morganand
Hunt(1994)는 관계마케팅은 마케팅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성공적인 거래
관계를 확립,발전,유지시키는 주요 전환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LewisandChambers(1989)는 관계마케팅은 (1)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 ․ 수요가 계속적이며 주기적인 경우 (2)고객이 서비스 업체
선정의 선택권을 가졌을 때 (3)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많은
경우 (4)고객의 충성도가 약하여 상표 전환율이 높은 경우 (5)서비스 ․
제품의 성격상 구전의 영향력이 큰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이
같은 경우들은 금융산업과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
은 대부분 금융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금
융기관을 이용할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금융기관을
선정할 결정권이 있으며,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용 가능한 까닭에 선택의
여지가 많고 따라서 전환율도 높다.금융서비스에 있어 관계마케팅은 고
객과의 관계를 보다 가깝게 밀착시켜 관계를 강화하고 돈독히 하는 것으
로 경쟁기관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될 것이다.
즉,앞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마케팅은 교환과정

을 통해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환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교환의 상
호작용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무형 및 상징적인 것도 교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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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관계마케팅 개념 정의

학 자 연 도 정 의

Berry 1983 고객관계를 고양하고,유지하고,끌어당기는 것

Jackson 1983 개별고객과 강하고 영구적인 관계를 갖는 것

Turnbull과
Wilson 1989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유대의 창조를 톨하여 장

기적인 구매자-판매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

Gronroos 1990 상대방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객관계를
수립하고,촉진하고,상업화하는 마케팅

Copulsky&
Wolf 1990

관련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접근
시키기 위하여 광고 및 홍보,촉진과 같이 다이
렉트 마케팅을 결합하는 것

Mckenna 1991
기업과 고객사이의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
객과 기업을 통합해야 하며 만남,정보공유,상
호간의 적응,진전,상호이익으로 나가는 과정

Shani&
Chalasani 1992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 및 부가가치 접촉을 통
해 양측의 공동의 이익을 취하여 네트워크를 끊
임없이 강하게 하고,개별소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위한 통합된 노력

Sheth&
Parvatiyar 1995 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치창조를 위해 선택

된 고객,공급자와의 상호작용을 개발하는 것
perrin&
Ricard 1995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개인화 마케팅과정으로 고
객욕구를 깊이 이해하여 쌍방의 이익을 초래하
는 것

Gilbert 1996 고객과 장기적으로 상호 만족하는 관계를 유지
하고 발전시키는 것

3.관계마케팅 특징

관계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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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고객을 보는 시각이다.기존의 마케팅에서는 팔고 보자 식의 판

매 극대화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고객을 단지 자사제품을 팔아야할 대상
으로 인식한다.반면 관계마케팅에서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므로 고객을 기업과 함께 하
는 동반자로 본다.따라서 단기적 거래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생애가
치에 중점을 둔다.

둘째,기업과 고객간의 의사소통방향이다.기존 마케팅이 매스미디어
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고객으로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의존했다면,관계
마케팅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Communication)
을 강조한다.기업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고객이 직접 반응할 수 있으며
기업과 고객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따라서 고객으로부터의 정
보흐름이 중요시되며,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의 기초가 된다.

셋째,규모의 경제(EconomyofScale)에서 범위의 경제(Economyof
Scope)로의 전환이다.기존에는 주로 가능한 한 많은 고객에게 많은 제품
을 판매하는 대량생산,대량판매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했다.반면 관
계마케팅은 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기간을 장기간 유
지하는 범위의 경제를 도모한다.

넷째,마케팅성과 측정의 지표가 시장점유율(ShareofMarket)에서
고객점유율(ShareofCustomer)로 바뀐다.고객점유율은 한 고객의 생애
가치 중에서 특정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종래에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하나의 동질적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주 목표였다.따라서 상품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을 강조했다.그러나 관계마케팅에서는 고객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시
장으로 보고 개별 고객 당 관련 부문 지출액에서 자사 상품 매출액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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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즉 고객점유율 또는 지갑 점유율(ShareofWallet)을 높이려고 한다.

<표 2-2>거래마케팅과 관계마케팅의 특성 비교

구 분 거래 마케팅 관계 마케팅

시 점 -단기적,비연속적 -장기적,연속적

주요마케팅 기능 -마케팅 믹스 -상호작용 마케팅

가격의 탄력성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 -소비자가 가격에 덜 민감

고객만족의 평가 -시장점유율(간접적) -고객관리(직접적)

고객정보시스템 -특별한 목적의 고객만족
조사 -실시간고객피드백시스템

마케팅,영업,
인력간 독립성

-전략적 중요성의 공통부분
이 제한 되거나 없다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한
공통부분을 가진다.

내부마케팅의 역할 -성공을 위한 내부마케팅의
중요성이 제한되거나 없다

-성공을 위해 내부마케팅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초 점 -제품특징,판매 -제품 효익,고객유지

고객서비스 -거의 강조하지 않음 -강조함

고 객 관 리 -온건한 고객접촉으로 한정
된 고객관여

-적극적 고객접촉으로 높은
고객관여

품 질 관 리 -품질은 생산단계에만 관심 -품질은 모든 분야에 관심

※ 자료원 :ChristopherGronroos,TheMarketing Strategy Continuum :A
Marketing Conceptforthe1990s,ManagementDecision,Vol.29,No.1,1991,
pp.7-13

다섯째,차별화나 관리의 초점이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으로 확산된다.
이제 상품차별화 못지않게 고객을 세분화 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상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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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고객을 관리해야 한다.기업의 이익은 상품에서 나온다기 보다
는 고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거래마케팅(transactionmarketing)은 고객과의 지
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한 거래를 이루는 것을 강조
하는 마케팅인데 반해 관계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유지,발전시
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마케팅으로,양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2-2>와 같은 차이가 있다.

1)관계마케팅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

관계마케팅이 처음 관심을 끌게 된 곳은 산업시장이었고 조직구매 의
사결정에 관여하는 집단(BuyingCenter;구매센터)과 그들의 영향력 또는
Power의 문제,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에 연구의 중점을 두어 왔다.

<표 2-3>마케팅의 동향

구 분 과거 현재 미래
품 목 제 품 확장된 제품 시스템 계약
판 매 단 위 시스템 시스템/시간
가 치 특정가치 기술가치 시스템 가치
소요시간 단 기 중장기 장 기
서비스 보 통 중 요 절대적임
배달장소 지역적 전국적 전세계적
배달형식 일 회 빈번함 지속적
전 략 판 매 마케팅 관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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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TheodoreLevitt,TheMarketingImagination,21세기북스,
1994,p.129

그러나 Levitt(1994)는 <표 2-3>에서와 같이 마케팅의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며,판매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매 후 구매자-판매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Levitt(1994)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구매자-판매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였다.그들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적용범
위와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그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서 나타나게
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여러
가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계의 구축과
유지이다.
한편,최근에 Bearden등(1995)은 <표 2-4>와 같이 관계유형을 카운슬

러,공급자,시스템 디자이너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관계판매전략을 수
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카운슬러 전략은 고객에게 뛰어난 서비스와 고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주 관리자 등에 해당되며,공급업자 전략은 Wal-Mart,K-Mart와 같은
체인점에 대하여 PepsiCo,Procter& Gamble등과 같은 대규모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그리고 AT&T나 IBM과 같은 O/A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스템디자이너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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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관계마케팅의 관계 유형

관계유형 고 객 판 매 팀

카운셀러
(Counselor)

⋅일반적인 목적과 바람직한 조건을 알
지만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른다.

⋅개별적인 배려가 중요하며 판매원에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객에게 바람직한 목적과 목표
를 이해한다.

⋅고객의 문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역동적인 환경에서 변화하는 고
객의 필요와 목표에 맞는 해결
책을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공급업자
(Supplier)

⋅고객이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제
품유형을 잘 알고 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
어서는 보조가 필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특정제품이나 서
비스를 적시에 확보 공급한다.

⋅선적,대금지불,불량품의 교환
등과 같은 유통상의 어떤 문제
도 해결 할 수 있도록한다.

⋅구매자에게 새로운 제공물과 이
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잘 주지
시킨다.

시스템
디자이너
(System
Designer)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나은 방법이
존재할 경우 거기에 관한 전체적인
해결책까지 기대한다.

⋅고객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
능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고객의 환경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효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하여 시스템을 갱신한다.

※ 자료 :Wiliam O.Bearden,ThomasN.Ingram,andRaymondW.
Laforge,Marketing-PrinciplesandPerspectives,IrwinInc,1995,
pp.505-506

그러나 관계마케팅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론정립에 기여하는데
는 비교적 유용하게 보이지만 기업과 고객간의 관계에 관한 실무차원에서
의 고찰에 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계마케팅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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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존연구에 따르면,첫째,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 동적이거나 불확실한 상태,둘째,유통과정이 복잡하여 판매원의 계속
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셋째,구매자가 서비스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
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상황,넷째,주기적으로 반복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시장에서의 거래는 주로 단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관계는 그다지 큰 관심을 끄지 못하였다.그러나 마케팅의 목표는 분명히
고객의 확보와 유지라고 되어있다.신규고객을 확보한 수 계속적으로 유
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현재의 고객,즉 기업의 기존고
객을 다른 경쟁업체에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바로 거기
에 장기적인 기존고객의 유지,즉 기존고객과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
를 구축하며 유지해 나가는 관계 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마케팅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불 수 없다.이유는 현대적 마케팅컨셉트를 그대로 잘 실천한다
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유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시
장지향성의 설명에서도 효과적인 시장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Ajay
andBernard,1990).
그러므로 현대적 마케팅 컨셉이나 시장지향성 개념에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모든 것이 잘 실
천이 되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결과로서의 관계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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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계마케팅의 발전 과정

관계마케팅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관계마케팅 개념을 구매자와 판매
자의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Wdbster(1992)는 관계
마케팅을 마케팅 분야의 재 이동으로 보고 있으며,Wilson(1975)은 일회
성 판매상황보다는 장기간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에 관련된 쌍방적 과정모델(Dyadicprocessmodel)을 제안하였다.이것은
관계마케팅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최초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쌍방의 만남과 접촉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감정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간에 호감을 가지면 조직화
된 구매환경,개인적인 자산증진,생병보험,소매 상황 등에서 고객 충성
도가 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신
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잦게 하여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고객
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며,또한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개인적인 연관관계
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Dwyer,SchurrandOh(1987)는 관계발전 과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1)인식단계(Awarencess)

인식은 집단 B가 교환 가능한 대상이라고 A가 인식하는 단계이며 쌍
방간의 상황적 근접성(situationalproximity)은 인식을 원활하게 한다.인
식단계에서는 특정 상대방에게 자신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만 이런 행동들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쌍방간의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쌍방간의 상호작용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지 관계개발에 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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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2)탐색단계(exploration)

탐색은 관계교환에 대한 탐색과 시도의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잠재적
인 교환당사자는 의무, 효익 그리고 부담,교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
려한다.시험구매가 일어나기도 하며,거래관계를 검증하고 평가하는데 시
간이 짧을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그러나 투자와 상호의존의 정도는 낮
기 때문에 쉽게 거래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탐색단계는 유인,
의사소통과 협상,파워와 정당성,규범개발,기대개발의 다섯 가지의 하부
과정으로 구성된다.(Scanzoni1979).이 다섯 가지의 하부과정은 교환당사
자간의 목적 양립성,조정 가능성,거래상대방의 성과 등을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① 유인(attraction)
탐색과정의 처사 단계로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안을 능가하는 보상-

비용의 산출물을 달성하는 수준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② 의사소통과 교섭(communicationandbargaining)
교섭(bargaining)이라는 것은 두 상대적인 당사자들이 의무,이익,비

용들의 상호분담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유인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관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교섭은 매우 자주,중복적으로 발생한다.이
단계에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상호 숨김없는 친밀감이 발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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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이후에 당사자들이 그들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감은 목적을
가지게 되면 강력한 관계의 필요성은 적어질 것이다.불확실성과 교환에
서의 이해관계는 교섭의 특성과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협상은 그
자체로서 관계를 지속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불연속적인 거래에서도 교섭은 가능하지만 당사자간에 그들이

욕구,문제점,투입물,우선 순위에 대한 쌍방간의 의사소통(교섭)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관계적교환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보고 있다.

③ 파워의 형성과 행사(development& exerciseofpower)
‘공정한’파워의 행사는 경로구성원 A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B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공정하지 못한’파워의 행사는 A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B의 의지,상황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거
나 통제하는 것이다.
A가 B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없이 강압적인 파워를 행사하려 하면 B

는 둘 사이의 연랍을 종결하려 할 것이다.이에 반해서 B가 A의 파워를
‘공정한’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둘간의 연합은 계속된다.(Scazoni1979).

④ 규범의 개발(norm development)
관계적 계약을 나타내는 규범과 행동의 표준은 관계개발의 탐색단계에

서 형성된다.규범(norm)은 잠재적인 교환당사자들이 서로간의 관계가 앞
으로 잘 지속될 지에 대한 최초의 탐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Scazoni
1979)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할지에 기대되는 행동의 패턴이다.(Lipset
1975).규범을 적용시키고 행도의 표준을 수렵함으로써 교환 당사자들은
미래의 교환규칙의 기초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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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대의 발전(relationalexpectation)
관계에 대한 기대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에 대한 예측을 고

려한다.이러한 기대는 계약관계를 공고히 하거나 또는 이를 감소시킬 수
도 잇다.관계적 계약에 있어서의 협동이나 계획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는
데는 신회(trust)가 중요한 개념이 된다.신뢰는 교환관계에서 한 당사자
가 다른 당사자가 그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고 다른 당사자와의 약속을 믿
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확장단계(expansion)

확장단계는 교환파트너에 의해 획득된 이익의 지속적 증가와 교환참가
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의존성의 범위와 깊이의 증가로 언급된다.확장단계
는 거래상대방의 역할성과 및 이와 연결된 보상에 대한 만족의 결과이다
(Frazier1983).즉,탐색단계의 교환성과는 상대방의 능력 및 만족스러운
교환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의지를 제공하게 된다.이 단계
에서는 탐색단계에서 제시된 5가지의 하부 단계들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거래상대방의 매력은

증가하게 되고 관계 유지를 위한 동기도 증가하게 된다.특히 높은 수준
의 성과는 교환파트너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4)몰입단계(commitment)

몰입은 교환 당사자간의 관게의지속성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약
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구매자-판매자의 상호의존관계가 가장 진전된
이 단계에서는 교환참가자들이 얻는 만족의 수준은 다른 유사한 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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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다른 파트너의 참여를 제지하게 된다.또한 교환당사자들은 이
용 가능한 대안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탐색하지는 않는다.몰입관계
의 특징은 관계유지를 위하여 자원을 의도적으로 투입한다는데 있다.그
러나 몰입단계는 거래비용의 증가,대안적 교화파트너와의 몰입을 저해하
는 방해물의 감소,보상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개인적,조직적 요구의 변화
들 많은 요소들이 관계를 긴장시킨다.반대로 거래참가자로부터 얻어지는
지속적인 효익은 관계의 종효보다는 조정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5)종료단계

관계로부터의 이탈 또는 종료의 가능성은 관계발전 단계에 내재된 어
느 단계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종료과정은 참여자들이 확
장과 몰입단계에서 상호의존성이 높은 겨우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이는
개인적 관계의 종결이나 상업적 관계의 종료는 모두 정신적,물리적,감정
적 압박요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관계의 종료에대한 일반화된 이론은
적으며,몇몇 학자들은 종료를 관계형성의 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적
절한 접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관계발전은 쌍방적인 것을 가
정하나 종료는 보통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RavenandKruglanski(1970)는 교환구조이론이 모든 관계의 소멸을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이론의 단계가
몰입의 단계에 있게 되면 개인 간의 관계는 심리적,감정적,그리고 육체
적 스트레스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에 보다 많은 요인이 작용하게 되어 관계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이 상에서 제시한 관계발전단계의 전과정을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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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관계발전단계

1.인지

2.탐색

3.확장

4.몰입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구조가

공동의 투자를 지원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일방적인 고려

상호작용의 출현,

탐색과정

민족증가

상호의존성이 증대

지속적

상호의존성보장

매력

규범개발 기대개발

힘&공정성
의사소통&

협상

1.인지

2.탐색

3.확장

4.몰입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구조가

공동의 투자를 지원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일방적인 고려

상호작용의 출현,

탐색과정

민족증가

상호의존성이 증대

지속적

상호의존성보장

매력

규범개발 기대개발

힘&공정성
의사소통&

협상

※ 자료 :F.RobertDwyer,PaulH.Schurr& Sejo Oh,"Developing
Buyer-SellerRelationship",JournalofMarketing,vol51,1987,p.21



- 28 -

제2절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에 관한 연구

1.은행원 -고객관계이론

1)상호작용으로서의 서비스 만남(Encounter)

은행원 -고객간의 상호작용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다.은행원 -고객관계는 서비스마케팅 분야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영역이면서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전통적
관점은 은행원의 경우 일에 대한 만족을.고객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만족을 중심으로 각각 분리해서 다루어 왔으나 이제 은행원-고객은 한 팀
으로 또는 한 쌍으로 전제되고 은행원-판매원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핵
심으로 다루게 되었다(MichaelR.Solomon,CarolSuprenant,Jhon A,
Czepiel,andEvelynG,Guten,1985).
제품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상호작용의 중요

성이 제품의 유형성에 자려져서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반면에 금융서비
스와 같이 순수한 서비스만이 제공될 때에는 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측정이 어려우므로 은행원-고객관계의질에 의하여 고객만족과 재
구매가 결정된다.은행원-고객관계는 설비위주의 서비스 보다 인력중심의
서비스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서비스의 만남(Serviceencounter)이란 서비스 제공 시 은행원과 고객

이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말한다.서비스 만남은 서비스
의 차별화,품질관리,서비스제공 시스템,그리고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
ShoestackandLynn(1977)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서비스의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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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케팅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원은 각각 회사를 대표하고 제품
을 정의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촉진활동을 한다고 하였다.어떠한 서비스
의 만남도 사전지식을 갖고 일관된 행동유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각
각의 당사자(은행원과 고객)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한다.이러한 요구된 행동과 은행원과 고객의 실행이 잘 조화되었
을 때 고객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2)서비스 만남(Encounter)의 특성

은행원-고객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서비스 만남은 관계연구의 측면에서
2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서비스 만남(Encounter)은 상호작용이다.
Evans(1963)에 의하면 판매는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상황으로서,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경제적,사회적,개인적은 특성에 달려있다.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을 개인으로서가 아닌 상호작용의 측면에
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서비스 만남은 사회적 교환에 있어서의 참가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거래의 비용을 극소화하려 한다.또한 어느정도까지는
행위가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행위가 결과의 질에 공헌하는 것
도 측정가능하고 또한 그 측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비스 만
남에 있어서 상호관계를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할 때 서비
스 디자인,서비스 수준의 표준설정,은행원의 선발 ․ 교육 ․ 동기부여
․ 고객행동의 안내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서비스 만남은 주어진 역할의 수행이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서비스 만남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과업 지향적인

것이 특징이다.만남의 상호 당사자는 상황에 적합한 일련의 행동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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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그러므로 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상호작용의 당사자는 수
행해야 할 역할을 갖고 있으며,여가시간 중에는 개인적으로 매우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행동을 취해야한다.

3)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에 관한 연구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는 서비스분야의 관계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로서 많은 학자들은 연구에서 은행원의 전문성
과 관계적 행위가 서비스 은행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
다고 보았다.
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은행원은 고객과의 관계형성과 서비스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DanielandDarby,1997).고객과 은행원간의 인적 관
계는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특히 GremlerandGwinner(2000)는
서비스의 전달에 고객-은행원간의 많은 양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서비스
에서 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고객들은 제품보다는 개인이
나 개인이 대표하는 조직과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Berry,1995),

제3절 관계성과에 관한 연구

1.관계의 질

 서비스 환경 하에서 구매자는 무형성,복잡성,서비스 유사성의 부족
등과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불확실성은 잠재적인 서비스 실패
와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며,고객의 입장에서 관계의 질은 지각된 불확
실성을 줄이는 판매원의 능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Zeithaml,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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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yerandOh(1987)는 관계의 질을 “교환 파트너의 신회(trust)와 최
소한의 임기응변(minimalopportunism)과 함께 만족(satisfaction)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고,Gummesson(1987)은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의
숙련된 처리가 고객의 인지된 질을 강조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다라고
했다.
Crosbyetal.(1990)은 높은 관계의 질은 고객이 판매원의 성실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과거의 행위수준에 끊임없이 만족했기 때문에
판매원의 미래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관계의 질은
적어도 (1)판매원에 대한 신뢰(trust)(2)판매원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의 두 가지 범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Shahl(1996)은 관계의 질 차원으로서 개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

지고 고객만족을 본 것은 아니지만 고객만족 경험의 축적이 결국 보다 안
정되고 균등한 관계의 질로 전환된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Hennig-Thurau and Klee(1997)는 일의 수행과 관련된 지각(the

performance-relatedperception),요구된 일의 수행을 성휘하기 위한 제공
자로서 기꺼이 하려는 능력으로서의 고객의 신회(trust),관계에 대한 고
객의 몰입(commitment)의 세 가지 구조로 관계의 질을 개념화했다.
Dorchetal(1998)은 관계의 질을 “신뢰,만족,몰입,최소한의 임기응

변 그리고 윤리적 측면(ethicalprofile)으로 둘러싸여 구성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구조라고 하고 있고,Smith(1998)는 상대방의 예상과 욕구에 일치
하는 범위와 관계의 전반적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관계의 결
과”라고 했다.관계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표 2-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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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관계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저자 정의 범위 결정요인 관계종류

Crosby,Evans,&
Cowles(1987),
Crosby(1990),
Crosby&

Stephens(1987)

고객이판매원의
신용에

의존하고,판매원의
미래의일의수행을
확신한다는것을
의미함.

판매원에의한
고객만족과신뢰.

유사성,전문성,
관계적판매행동

서비스관계:
생명보험에초첨을맞춤

Dwyer&
Oh(1987)

교환
파트너의신회와
최소한의

임기응변과함께
고객만족에영향을
미치는것을의미함

고객만족,최소한의
임기응변,신뢰

관계의짙은반대로
파트너의

개별화,의사결정참여
에의저항,집중화에
의해영향을받음

마케팅
채널에서구매자-판매자

관계

Dorsch,Swanson,
&Kelley(1998)

신뢰,만족,몰입,
최소한의임기응변,
그리고윤리적
측면으로둘러싸여
구성하고있는높은
수준의구조를
의미함.

신뢰,고객만족,몰입,
최소한의임기응변,
고객지향,윤리적

측면
없음 구매자-판매자관계

Gummesson(1987)

구매자와판매자
관계의숙련된
처리가고객의
인지된질을
강조하기위해
형성된개념임.

없음

없지만,관계의질은
고객의서비스나
제품과관련된질의

지각의
결정요인으로
다루어짐

일반적인어프로치

Hennig&
Klee(1997),Klee
&Hennig(1996)

관계에참여한
고객의욕구를
충족시키는적절한
정도를말함

제품이나서비스와
관련된질지각,
신뢰,몰입

없음 일반적인어프로치

Kumar,Scheer,
&Steenkamp
(1995)

없음

갈등포함,신뢰,
몰입,관계에기꺼이
투자함,연속성의
예상으로서관계의

질을봄

분배와절차의
공정성,

결과수준,세대,주위
환경의확실성

구매자-판매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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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man,
Zaltman,&

Deshpande(1992)
없음 없음 관계과정

결정요인로 신뢰

시장조사기업과
고객사이의

관계(전문서비스)

palmer&
Bejou(1994) 없음 없음

고객만족,판매자믿
음,고객지향,판매자
의전문성,판매자의

윤리

서비스관계특히
투자서비스

상대방의예상과
욕구에일치하는
범위와 관계의
전반적인강도에
영향을주는 여러
가지관계의결과임

명백하지는않지만
적어도신회,만족,
몰입의세가지
구조로나타남

관계관리와유사성
일반적어프치,
서비스분야에서의
경험적 연구

구매자와관매자
관계의 목표와
상황에관계되는
활동에영향을주는
경험과 기대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임

관계의질의
구성요소로행동에
영향을주는 것과
고객의경험과
기대에신속하게
대응하고자하는
상태로구분함

유일한
거래에피소드로서의

고객만족
일반적 어프로치

2.신뢰

신뢰(trust)는 협력과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ZaltmanandMoorman1988).따라
서 신뢰는 사회심리학,사회학,경제학,그리고 마케팅 분야(Crosbyetal,
1990;DoneyandCannon,1997;Ganesan,1994;Geyskenetal,1996;
Kumaretal,1995;Morgan and Hunt,1994;Moorman etal,1993;
ZaltmanandMoorman,1998)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기존 연구에서 신뢰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정의되었다(Dwyerand

Lagace,1986;Moormanetal,1882)첫째,신뢰를 동반자의 전문지식,신
뢰성(reliability),의도성(intentionality)등에 의해 야기되어 나타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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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신념,확신,또는 기대로 정의
하는 접근법이다(AndersonandWeitz,1989;Dwyeretal,1987;Moorman
et al, 1993). 둘째, 신뢰를 신뢰하는 측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vulnerability)을 포함하고 동반자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는 행동이나 행동
적 의도로서 정의하는 접근법이다.
Wilson(1995)은 신뢰(Trust)는 대부분의 관계모델을 발전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파트너에게 신념(belief)을 가
지고 가장 호감을 갖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의 질을 연구한 Palmer(1995)는 노스 캐롤리나 대학에서 금융서비

스를 이용하는 56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판매자 관계에 있어
서 금융서비스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객인식이 어떻
게 변화는가를 측정하였다.그는 고객-판매자의 관계를 장기간 지속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고객-판매자의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지배
적인 요인이 무엇인지,고객-판매자의 관계파괴에서 신뢰의 역할은 무엇
인지 등을 분석하였는데,신뢰의 파괴는 몰입의 부족,또는 상대방의 몰입
부족을 다른 당사자가 느꼈을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 연구의 결과는
신뢰가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여기서
관계의 질은 상호간의 관심이 필요하다.장기간 관계를 바라는 당사자가
있는 반면 오직 일시적인 기간만을 원하는 당사자,그리고 과거의 친분관
계가 상호간의 신뢰 감정을 만드는 것 등 서로에게 신뢰와 감정을 가지고
만족하였을 때 친분관계를 발전시키는 몰입단계의 이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계의 질을 연구한 Shemwell,Croninandwilliam(1995)의 연구

에서도 지속적인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조사에서
신뢰와 긍정적인 몰입이 관계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였
다.상이한 서비스 산업체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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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이 연구는 신뢰와 긍정적인 몰입은 고객의 재구매와 지속적인 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부정적인 신뢰와 몰입은 지각된 위험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관계마케팅에 기초한 실증조사의 내용은 첫째,고객이 은행원을

믿을수록 서로의 관계가 지속되며,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때 무
형의 서비스는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킨다.둘째,고객이 은행원과 긍정적
이거나 정서적으로 신뢰할 때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Close(1991)의 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객들의 부정적 사

고를 극복하고 관계의 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통한 대화가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Millls(1992)는 서비스 마케터와 고객과의 성공적인 관계
는 서비스 마케터가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신뢰와 몰입을
함으로써 강화된다고 하였다.이것은 백화점 종사원들이 고객에게 신뢰성
있고 믿음을 주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여야 관계의 질이 형성됨
을 의미한다.
오세조,임병수,김성일(1993)의 관계마케팅 연구는 갈등해소 방안으로

관계적 규범을 변수를 고려하여 협력적인 관계의 개발과 유지가 중요시
되는 장기적인 관계적 교환의 경우에 대하여 증명하였다. 그들은
KaufmannandSetrn(1988)의 결속,상호간의 약속된 역할의 유지,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성과 미래의 교환을 계획하는 확장성,계약조
건을 조정하는 능력인 유연성,정보교환 등을 관계적 교환으로 개념화하
여 구매자-판매자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 결속이 높을수록
갈등과 불만이 감소된다고 하였다.즉,신뢰가 관계의 질 구성요인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Tax(1993)의 연구는 관계마케팅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불평관리 연구에

서 세 가지의 공정성 개념이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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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과 연관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실증분석 하였다.<그
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한 상호작용(정직성,예의범절,설명력,
감정이입,노력)및 공정한 배분(평등,공평정대,요구 적시성)의 개념은
종속변수인 신뢰,몰입,불평관리 만족,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관계마케팅의 고객불평절차 공정성 역할모형

공정한

상호작용

공정한

절차

공정한

배분

신뢰

몰입

불평 관리

통한 만족

긍정적

구전

※ 자료 : Tax, Stephen S. "The Role Perceived Justice in complaint 

Resolutins;" Implications for Service and Relationship Marketing, 

Arizona State Univ. 1993, p.100 

Tax(1993)의 세 가지 공정성 개념은 관계마케팅 활동인 고객과의 신뢰
적 서비스,고객과의 접촉,쌍방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공정
한 상호작용 요인인 감정이입과 예의범절은 고객과의 신뢰적 서비스로서
신뢰 및 몰입,긍정적인 구전효과에 의하여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구축
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공정한 배분의 개념인 평등⋅공평정대⋅요구의 적시성은 신뢰⋅

몰입⋅불평관리를 통한 만족,긍정적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적인 서비스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 정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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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tt(1981)의 주장과 일치한다.예를 들어,백화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부수적인 만족감을 다른 백화점 고객 또는 다른 백화점과 비교
하여 공평 정대한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해 회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또한 공정한 절차는 신뢰의 변수와 몰입의 변수에는 많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불평관리 만족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그러나 Tax(1981)의 연구는 서비스 종사원의 세 가지 공정성 개념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미래의 결과로서 신뢰,몰입,불평관리를 통한
만족,긍정적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나,서비
스 종사원의 특성만을 가지고 변수를 찾아낸 실증연구라는 연구의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Mooemanetal(1992,1993)은 신뢰를 확신(confidence)을 갖고 있는 교

환 파트너를 의존하려는 의지로서 정의하였으며, Larzelere and
Huston(1980)은 신회에 관한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토대로 개인간 신회를
호의성(benevolence)정직성(hones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MorganandHunt(1994)는 신뢰를 거래동반자의 신뢰성(reliability)과 성
실성(integrity)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존재하는 것으로서 개념화하였다.
Zaltman andMoorman(1988)은 신뢰를 당사자들이 서로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predictability),상호간에 의존할 수 있고(dependability),상
대방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
(faith)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인간 또는 조직간의 상태라고 정의하였
다.Rempeletal.(1985)은 신뢰는 독특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별로 단계가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첫 단계의 신뢰는 과거의 경
험이나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어떤 개인의 특정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즉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예측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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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가 안정적인 화경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
다.시간이 지나고 예측가능성이 유지됨에 따라 신회는 특정한 행동의 함
수라기 보다는 파트너에게 귀인 할 수 있는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한 평가
에 더욱 근거를 두게 된다.따라서 둘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회의 특징
은 파트너의 특정한 행동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 자체를 신뢰
하는 것이다.신뢰의 이러한 특징을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이라 하며,
이는 위험과 가변성(vulnerability)을 포함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마지막 단계의 신뢰의 특징은 상대방이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신념(faith)에 근거한다.
DoneyandCannon(1997)은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신회를 지

각한 진실성(credibility) 호의성(benevolence)으로 정의하였다(Ganesan
1994;Kumaretal.1995)여기에서 진실성은 교환당사자에 관한 객관적
진실성,즉 교환당사자의 말이나 서면진술을 믿을 수 있는 기대를 말하며,
이는 LarzelereandHuston(1980)의 정직성과 같은 개념이다.호의성은
동반자의 번영(welfare)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부여의 정도를 의미한다.

3.고객만족

고객만족 ․ 불만족이란 제품 ․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에 대한 고객자
신의 지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감성적 반응이다.객관적 품지로가 고객
이 지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적 반응이다.객관적 품질과 고객이 지각
하는 품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객관적으로 품질수준이 동일하더라
도 고객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품질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고객 만족
은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으로 지각한 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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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감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마케팅 분야에서 그 동안 지각된 서비
스 품질과 고객만족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하게 진행
되어 왔으나 두 개념간의 방향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
란이 계속되고 있다.따라서 실제적으로 ‘고객만족’및 ‘품질’이 혼용되고
있으나 많은 마케팅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두 개념에 대해
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고객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미국

의 소비전문가인 Goodman(1995)은 고객만족을 고객의 욕구(needs)와 기
대(expectation)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 구매가 이루
어지고,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일본능률협회
에 의하면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필요(wants),욕구(needs),기대에 부응하
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 구매가 실시되며(권해도,1989),이것이
반복되어 고객의 충성도(Ioyalty)가 계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태현(1997)은 고객만족(customersatisfaction)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 하고 있
다.

이러한 고객만족의 개념은 고객을 중시하는 상품개발과 서비스의 제
공을 통하여 기업이미지의 향상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경영이념의 하나로 전략적 마케팅시대에 있어서 기업문화
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김정수,1998).
초기의 논쟁에서 고객만족은 전반적인 수준(예를 들면,호텔에 대한 개

인적인 경험의 축적)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적 거래수준(특정호텔에서
특정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그
러나 최근에는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만족 모두 개별적 수준이나 거시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그래서 품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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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분석수준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원인과 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즉,서비스의 구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품질보다는 고객만족은 일반적으로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다(이명식,1999)
이처럼 두 개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은 유보적이지만,최근 서비

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선행한다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이고
있다(CroniandTaylor,1992;Oliver,1993;AndersonandSullivan,
1993;Parasuraman,Zeithamland Berry,1994;Rust,Zahorik and
Keinsingham,1996)
ZeithamlandBitner(1996)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고객만족 구성요

소의 한 요소로 보고있다.그들은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5가지 차원에
대한 고객지각을 반영한 평가이고,반면 만족은 보다 포괄적이라서 상황
요인,개인요인을 비롯해서 서비스 품질,제품 품질및 가격에 대한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림 2-5>기대불일치 모델

실제 제품(서비스)

성과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대
비고

만족

실제>=기대

불만족

실제<=기대

※ 자료원 :장흥섭,안승철 공저,『현대소비자론』,도서출판 삼영사,
1998.3.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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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고객만족은<그림 2-5>의 기대불일치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의 사전기대와 나타난 현실적 만족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 기대치(expectedvalue)에 어느 정도 현실적 만족이 일치하거나 사
전기대치보다 큰 경우에는 만족이 되며,작은 경우에는 불만족이 된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만족의 효과는 계속되는 구매,즉

고객유지와 신고객의 창출로 업적이 증대되나 불만족한 경우에는 기존고
객의 상실,즉 고객이탈 및 잠재고객의 상실로 이어져 업적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Anton(1996)은 고객만족을 고객의 욕구,욕망,기대 등이 제품이나 서

비스의 구매⋅사용⋅소비를 통하여 충족되거나 초과되어 재 구매나 충성
도를 가져오는 심리상태를 말한다고 했다.그리고 만족한 고객은 해당기
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 구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권유를 하며,긍정적 구전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LabarberaandMazursky(1983)는 소비자패널을 통한 종단적 조사를

통해 실제의 반복구매행동을 측정하였는데,만족/불만족이 반복구매행동
(고객유지)과 상당히 높은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그들은 조사
대상자들을 반복구매 소비자와 상표전환(swicthing)소비자 집단으로 나
누어 만족이 반복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상표의 재 구매
(서비스의 경우 고객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만족수준이 충족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rosby(1990)등은 만족은 개개의 편익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의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데,계속 기업(goingconcern)에서 은행원에 의해 수행되는
동적이고 복잡한 역할은 은행원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갖는 ‘관계’
를 관리하려는 노력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하므로
만족이란 이러한 고객과 판매원의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고객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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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해서 일어나는 감정적 상태라고 본다.
Westbrook(1981)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그 제품 및 서비스

의 사용⋅소비⋅소유 등으로 얻어진 경험의 평가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감정적 반응인 반면,소매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소매점을 장기적으
로 애용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경험들의 평가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즉,만족을 일련의 경험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감정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희귀분석을 이용하여 소매점만족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분석한 결과,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판매원에 대한 만족이며,점포의 특별판매,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마
족,가치⋅가격관계만족,점포분위기만족 등의 순의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Day(1995)는 개념적 연구에서 불만족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소비자의

행동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여기에서 분류된 행동유형에는
재 구매의 중지,부정적인 구전활동 등이 포함된다.구매 후 만족에 관한
논문들의 상당수는 불평과 재 구매의 행동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HowardandSheth(1969)는 만족경험이 구매후의 태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Oliver(1989)는 만족이 구매전과
구매 후 태도의 변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만족→구매 후 태도
→구매 후 의도의 연결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유필화 외 공저,재인
용,1994,pp86-94)

4.충성도

HeungchulOh(1995)의 충성도(loyalty)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행동적
접근방법(behaviorapproach),양 점근방법으로 분류하였고,Dic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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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al(1994)은 종합적으로 브랜드충성도(brandloyalty),납품업체충성도
(vendorloyalty),서비스충성도(serviceloyalty),점포충성도(storeloyalty)
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충성도는 한 상표(점포)에 대한 반복 구매(방문)정도와 구매된(방문한)

상표(점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favorableattitude)로 정의될 수 있다.
즉,소비자가 어떤 상표나 점포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되어 반복적
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마케팅 관리자의 매출증대 일환으로 높은
충성도 창출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JacobyandChestnut(1983)은 충성도에 관해 정의를 정리하였는데,상

표 충성도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화된
정의 없이 다양한 척도(measures)를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여러 상
표 대안들 중에서 한 또는 그 이상의 상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편향된
구매행동(biasedpurchase)을 상표 충성도라고 정의를 내렸다.
상표 충성도(brandloyalty)는 한 상표에 대한 반복 구매 정도와 구매

된 상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제품 범주에 따라 상표
충성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한
상표 또는 몇 개의 선호상표들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HeungchulOh(1995)는 태도적 접근방법으로 점포 충성도를 점포 선

호(storepreference)또는 심리적 몰입(psychologicalcommitment)으로 해
석하여 점포 충성도를 특정점포에 대한 호의적 태도(favorableattitude)로
보며 구매의도 즉,미래의 구매가능성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점포 충성도에 대한 심리적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반
면,특정점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미래에 충성도를 나타내는 실제행
동으로 연결 될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마케터의
입장에서는 태도적 접근방법에 의한 경우 점포충성도가 실무적 가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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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컨셉트로 인식 될 수 있다.
한편,DickandBasu(1994)는 행동적 접근방법과 태도적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점포충성도를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와 반복 구매행동으로 파악
하는 것이,점포 충성도라는 컨셉트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태도적,행동적 구성요소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즉,점포충성도의 지표로서는 반복 구매행동
또는 호의적인 태도만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소비자
입장에서의 반복구매행동과 호의적인 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도 점포 충성도를 행동적 접근방법과 태도적 접근

방법을 종합한 견해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점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보
이는 호의적 태도 및 그에 따른 반복구매행동을 보이는 성향’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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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연구모형의 설정

금융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금융서비스를 차별화하지 않으면 경쟁시장에서 주도권
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현재의 마케팅과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등이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전략
수행을 위해서 금융 기업은 관계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관계마케팅활동 요

인을 은행원의 전문성과 은행원의 대고객 관계적 행위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 요인들이 고객 평가 구성요인들인 신뢰,만족에 미치는 영
향과 금융 점포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자 한다.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해위는 서비스 분야의 관계마케팅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 지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해
위가 신뢰와 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업의 관계마케팅 활용 영향

요인인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에 대해 앞장에서 살펴본 Crosby
et.al.(1990),BendapudiandBerry(1997),SinghandSirdeshmukh(2000),
Smith(1998),PresseyandMathews(2000)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
으며, 또한 관계의 질의 구성요인인 신뢰와 만족은 Palmer(1995),
Anderson,WeitzandWilson(1995),Tax(1993),Crosbyet.al.(1990)등의
주장과 연구에서 관계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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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질인 신뢰와 만족을 중심
매개 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관계성과를 평가하는 변수로서 신뢰와 만족 그리고 충성도등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유래되어 자주 활용되는 변수이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종업원의

전문성

관계적 행위

신뢰

만족

충성도

<그림 3-1>연구 모형의 설계

2.가설의 설정

1)은행원의 전문성(expertise)과 관계적 행위(relationalbehaviors)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뢰는“서비스 성과 달성에 대한 믿음”인 능력
(competence)차원과 “자신보다 고객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지각”인 호의
(benevolence)차원으로 구성된다(SinghandSirdeshmukh,2000).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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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능력차원과 호의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색함으로써 신뢰
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한편 기족 연구들은 은행원의 관계적 판
매행위,은행원의 전문성,고객과 은행원의 유사성이 은행원에 대한 신뢰
(Crosbyetal.,1990)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 결
과에 따르면 “서비스 관계의 경우”고객과 은행원의 유사성은 신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byetal.,1990).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은행원의 전문성을 신뢰의 능력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은행
원의 관계적 행위를 호의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파트너에 대한 전문성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파트너가 보유

하고 있는 능력의 적절성을 의미한다.(Bendapudiand Berry,1997).
BendapudiandBerry(1997)은 소비자는 높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지각하
는 서비스 파트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우수한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파트
너의 전문성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trust)와 만족(satisfaction)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PresseyandMathews(2000)는 서비스 파트너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
고,불평행동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얻고
만족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외에도 Swanetal.(1985)은
은행원이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
단되면 은행원이 약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이 증가하
며 따라서 신뢰가 형성된다.그러나 은행원이 주문을 제대로 수행할 힘이
있는지를 고객이 의심한다면 판매원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꺼릴 것이다
(DoneyandCannon,1997).서비스은행원의 전문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여러 실증연구가 존재한다.BuschandWilson(1976)은 준
거적 영향력과 전문적 영향력을 지닌 판매원에 대해 소비자는 높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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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였는데 특히 전문적 영향력이 준거적 영향력보다 신뢰가능성
을 높이는데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외에도
Smith(1998)는 판매원의 전문성이 신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Crosbyetal.(1990)은 보험판매원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이
고객의 신뢰를 지표임을 입증하였으며,김은정과 이선재(2002)는 의류점포
의 서비스은행원의 지각된 전문성이 관계에 대한 신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DoneyandCannon(1997)도 판매원의 전문성이 판
매원에 대한 신뢰와 만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가가가설설설 111:::은은은행행행원원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가가가 높높높
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222:::은은은행행행원원원의의의 전전전문문문성성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이이이 높높높
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서비스는 그 특성상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
비스 은행원들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고객에 대해 친밀감이
나 개별적 관심을 표현하거나 고객의 니즈 충족여부를 묻거나 개별고객에
대한 고객화된 서비스나 추가적인 혜택 제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서비스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은행원의 이러한 행위를 관계적 행위라고 하는데 관계적 행위는 서비

스 파트너가 고객과의 관계를 개발하고,유지하고,성장시키기 위해 기울
이는 행위적 경향성으로 정의된다(Crosbyetal.,1990).서비스 파트너와
고객간의 관계는 서비스 파트너와 고객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
성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서비스 파트너의 인위적인 관계형성노력,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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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행위가 관계형성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서
비스 파트너는 관계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고객과의 더욱 빈번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고객과 은행원간의 빈번한 접촉은 신뢰를 유발하
는데,왜냐하면 고객-은행원간 사전 접촉이 거의 없다면 실제 구매상황에
임했을 때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rosbyetal.,1990).또한 서비스 파트너는 고객들에게 관계적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고,고객이 개인적 정보나 니즈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더욱 높은 협력의도를 보이도록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상호공개와 협력적 의도를 통해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
성하게 되고,서비스 파트너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Crosbyetal.,1990).서비스 파트너의 관계적 행위는 행위적 측면의 관
계 특정적 투자로 볼 수 있다.행위적 측면의 관계특정적 투자인 관계적
행위를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잠재적 약탈이나 기회주의
적 행동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의 관계구축을 희망
하고 있고,관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따라서,은행원의 행위적 측면에서의 관계 특정적 투자는 은행원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증가시킬 것이다(DeWulfetal.,2001).기존의 관계마
케팅 연구에서도 관계에서 파트너의 특정적 투자는 신뢰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Ganesan,1994;Bendapudiandberry,1997).이러한 가
설적 관계와 관련하여 Crosbyetal.(1990)은 보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관계적 판매행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m andWong(2001)의 연구에서도 보험서비스제공자의 관계적 행
위가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미래상호작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한편,판매원과 관련하여 안소현 이경희(2000)는 판매
원의 관계에 대한 투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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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봉과 임숙자(2003)는 지각된 판매원 노력이 관계지속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할 수
있다.

가가가설설설 333:::은은은행행행원원원의의의 관관관계계계적적적 행행행위위위 수수수준준준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가가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444:::은은은행행행원원원의의의 관관관계계계적적적 행행행위위위 수수수준준준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
한한한 만만만족족족이이이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2)관계성과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와 고객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관계성과를 평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관계마케
팅에서는 신뢰와 만족(Crosbyetal.,1990;DeWulfetal.,2001;Smith,
1998;Tam and Wong 2001),그리고 몰입(De Wulf et al.,2001;
Henning-Thurau2002)이 주요한 관계성과 또는 관계품질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관계성과를 평가하는 변수로서 신뢰,몰입 등은 기업간관계 등
의 관계마케팅에 대한 연구들에서 유래되어 자주 활용하는 변수들이고,
만족,충성도 등은 소비자행동연구에서 유래되어 자주 활용되는 성과변수
들이다.이들 변수들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계마케팅 연구에서는 신뢰가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소비자행동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도 등의 성과변수들의 상호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어 연구
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성과변수를 선정하고,이들 성과변수들의 관계도
연구자마다 사이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점에서 이들 성과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



- 51 -

는 신뢰,만족,충성도를 주요한 관계의 성과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성과변
수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몰입을 관계성과변
수에서 제외한 것은 “서비스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의 욕망 및
의지”(DeWulfetal.,2001)인 몰입과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정
도”(ReynoldsandBeatty1999)인 재구매의도 와 개념적 구분이 어렵다
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 성과변수로 선정한 신뢰,만족,충성
도 등은 Crosby etal.(19900의 연구 Smith(1998)의 연구.Tam and
Wong(2001)의 연구,Ramsey andSohi(1997)의 연구,Shamdasaniand
Balakrishnan(2000)의 연구 등의 연구에서 관계성과변수로 활용되었던 변
수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뢰,만족,충성도 등의 변수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1)신뢰(trust)와 만족(satisfaction)

무형성,이질성,비분리성 등과 같은 서비스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고객은 구매 전에 서비스를 평가하기가 힘들다.또한 많은 서비스들은 이
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성과를 판단하기 힘든 신뢰품질적 요소를 포함하
고 있다(TrawickandSwan,1981).이처럼 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징으로
인해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서비스 마케팅세서 신뢰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Berry and Para-suraman,1991;Chiou etal.,2002;
Iversonetal.,1996).
신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

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로 정의된다(SchurrandOzanne,1985;
AndersonandWeitz,1989;AndersonandNarus,1990).따라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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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신뢰란 은행원이나 기업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믿으며 이들의 말이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간 관계에서 다루어져왔고,특히 구매자

-판매자 관계와 같은 산업재마케팅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판매
원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다루어 왔다(Anderson and Weitz,1989;
Anderson and Narus,1990;Doney and Cannon,1997;Morgan and
Hunt,1994).또한 소비자의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면성을 포
함시키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CrosbyandStephens,
1987;ReynoldsandBeatty,1999;Sin호,1991).
MacintoshandLockshin(1997)은 은행원과 강력한 인적 유대관계를 필

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점포 충성도 및 구매의도가 판매점 신뢰보
다 판매원 신회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반면,그
러한 대인적 유대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는 판매점에 대한 신뢰가 판매점
충성도에 결정적으로는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원에 대한 신뢰는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Doney

andCannon,1997;Sir-deshmukhetal.,2002),이는 대리인 이론(Bergen
etal.,1992)및 귀인이론(Folkes,1988)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대리인 이
론에 따르면 은행원은 독립된 실체가 아닌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고객과
상호작용하며 규정된 역할 내에서 행동한다.따라서,은행원에 대한 신뢰
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귀인이론에 따르면 고객은
은행원의 행동이 기업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Doneyand
Cannon,1997).실제로 WongandSohal(2002)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은행
원에 대한 신뢰가 서비스점포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DoneyandCannon(1997)의 연구에서도 판매원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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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개별 거래에 대한 기대와 성과를 비교

하는 개래 특정적(transaction-specific)관점과 개별거래에 대한 경험들의
누적으로 만족을 결정하는 누적적(cumulative)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상현과 오상현,2002).본 연구는 관계마케팅의 관점에서 서비스 은행
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가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적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즐거운 충족
(pleasurablefulfillment,OLIVER,1999,P.34)으로 정의한다.
교환에서 신뢰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AndersonandNarus,1990;Chiouetal.,2002;Hennig-Thurauetal.,
2002;SinhandSirdesh-mukh,2000).고객은 과거에 경험한 서비스 제공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Chiouetal.,2002).반대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신념을 지니게 되어 안전함을 느낄 것이
다(Andaleeb,1996).따라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따라서 더 높은 만족을 가
져 올 것이다(Hennig-Thurauetal.,2002).
신뢰와 만족간의 긍정적 관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

(expectations)가 만족을 판단하는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기대는 성과를 평가하는 비교 기준으로서 의 역할과 성
과를 예측(anticipation)하는 역할을 하는데,기대가 예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기대는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부조화(dissonance)를 감소시키기 우해 만족수준을 기대수준에 종화시키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동화 효과(assimilationeffect)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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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준이 높을 때(낮을 때) 만족 수준이 높게(낮게) 나타난다
(SzymanskiandHenard,2001).따라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SinghandSir-deshmukh(2000)은 신뢰가 만
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명제를 제기하고 있고,Ramseyandsohi(1997)
는 판매원의 청취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가 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의 근거는 관계혜택(relationalbenefits)에 관한 연구에서
도 찾을 수 있다.Gwinneretal.(1998)은 서비스에서 장기적 관계를 통해
고객이 얻는 핵심 서비스성과 이상의 혜택을 관계혜택이라 저의하면서,
믿음 혜택(confidencebenefits),사회적 혜택(socialbenefits),특별대우 혜
택(specialtreatmentbene-fits)을 제시하고 있다.한편,이들은 믿음 혜택
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안 감소,신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
다(Chiouetal.,2002;Hennig-Thurauetal.,2002;Gwinneretal.,1998;
SinghandSirdeshmukh,2000).
구체적으로 믿음 혜택은 지각된 위험이나 불안감의 감소,서비스 제공

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설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따라서 고객이 믿음 혜택을 높게 지각할수록 서
비스제공자에 대한 만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Chiou et al.,2002).
ReynoldsandBeatty(1999)도 관계혜택 중 기능적 혜택에 믿음 혜택을 포
함시키고 이것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555:::은은은행행행 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객객객 만만만족족족도도도가가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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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성도(loyalty)

소비자가 충성도를 특정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시그널링
하는 다양한 행동집합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Sirdeshmukhetal.,
2002),이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는 것,긍정적
구전,그리고 반복구매 등으로 나타난다(Zeithamletal.,1996).따라서,서
비스 마케팅에서 충성도는 고객만족,서비스품질과 더불어 핵심적 성과
지표로,고객이 미래에도 서비스 제공자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으로
정의된다(김상현과 오상현,2002).
신뢰는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MorganandHunt,

1994;GarbarinoandJohnson,1999;Chiouetal.,2002).신뢰는 서비스마
케팅에서 관계적 교환의 출발점이며,서비스제공자가 고객의 장기적 이득
을 고려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MacNeil,1980).
따라서 신뢰가 높다는 것은 고객이 판매원에 의지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미래의 구매를 진작한다(Zeithaml,1981).서비
스 제공자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특정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지각된 위험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미래 행동에 대해 자신 있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Sirdeshmukhetal.,2002).서비스 제공자의 행동과 관행이 관계적 위험
을 감소시킨다면 소비자들은 충성도의 행동적 증거를 보임으로써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협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Gassenheimeretal.,1998).따라서,신뢰가 높을수록,소비자의 충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Crosbyetal.(1990)은 고객의 판매원에 대한 신뢰가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GarbarinoandJohnson(1999)는 신뢰가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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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작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Ranaweera
andPrabhu(2003)은 신뢰가 고객유지(customereretention)의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chiouetal.(2002)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구전(wordofmouth)과 재구매와 같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만족은 마케팅활동의 주요한 결과로서 구매 후 태도변화,재구매,

구전과 같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
들에서도 만족은 재구매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유재,2000;
이유재와 이준엽,2001;Oliver,1980;Berry and Parasuraman,1991;
para-suraman et al.,1991; Fornell,1992; Zeithaml et al.,1996;
Bendapudiandberry,1997;Pattersonetal.,1997;ReynoldsandBeatty,
1999).
Parasuramanetal.(1991)은 만족한 고객일수록 더 많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고객임을 주장하였고.Bendapudiandberry(1997)
의 연구는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할수록 서비스제공자를 더욱 의존하
게 된다고 보여주고 있다.또한 ReynoldsandBeatty(1999)의 연구도 이
러한 만족과 충성도와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 하였다.

가가가설설설 666:::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가가가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충충충성성성도도도가가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777:::은은은행행행서서서비비비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이이이 높높높을을을수수수록록록 충충충성성성도도도가가가 높높높아아아질질질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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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서비스 은행원의 전문성은 Busch and Wilson (1976),Crosby et
al.(1990).CoulterandCoulter(2002)의 연구를 참고로 측정하였고,은행원
의 관계적 행위는 Crosbyetal.(1990),Tam andWong(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지향적 판매행위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였다.은행원의 관계적
행위는 상호작용 빈도,협력의도,정보공개와 같은 솔직함 등의 하위 차원
들을 통해 측정 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은행원의 전반적 노력 즉,
고객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만족,충성도 등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의 측

정항목들을 활용하였다.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Smith(1997),Doneyand
Cannon(1997),Ramsey(1997)의 연구를 기초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고, 서비스 은행원과 점포에 대한 만족은 Oliver(1980),
Bettencourt(1997),OliverandSwan(1989),Pattersonetal.(1997)등의
일반적인 소비자만족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항목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은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전반적 느낌과 관련하여 5점 의미차별화 척도로 측정하였다.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은 정도와 재방문,구
전의도로 정의하여,OliverandSwan(1989),Jonesetal.(1999),Reynolds
andBeatty(1999)의 연구 등에서 사용하였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는데 향
후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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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연구자

은행원의
전문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의 풍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의 풍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달 능력

Busch&Wilson(1976)
Crosbyetal.(1990)
Coulter&Coulter(2002)

관계적
행위

장기적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
거래 관계의 지속성 유지에 대한 노력

Crosbyetal.(1990)
Tam andWong(2001)

신뢰
은행원이 믿을만 하다
은행원은 매우 정직하다
은행원은 매우 성실하다

Smith(1997)
Doney&Cannon(1997)
Ramsey(1997)

만족 서비스에 대한 만족
약속 이행의 정도

Oliver(1980)
Bettencourt(1997)
OliverandSwan(1989)
Pattersonetal.(1997)

충성도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OliverandSwan(1989)
Jonesetal.(1999)
Reynolds&Beatt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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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일반적으로 관계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반복 구매하거나,선택의 폭이 다양하거나,소비자의 자아가 관여되어 있
을 때 중요하다.(BerryandGresharm,1986)특히,금융서비스의 경우 서
비스제공자와 고객과의 관계는 소비자가 개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
적중심의 서비스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박정은 외,
1998:배병렬과 이민우,2001)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연구
를 위한 자료는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설문지는 직접면접을 통하여 주로 광주지역의 금융기관 이용
자에게 총 200부가 배부되었고,1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에 있어서
표본의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 중 남자가 78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48.3%,여

자가 82명으로 52.7%를 차지하고 있다.연령층은 30～40대가 전체 응답자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교육수준은 대졸이 4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행 이용에 있어 이용 계기 집근처여서 그리고 직장근처여서가 전체

응답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많은 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의 선택에 있어 접근의 용이함을 주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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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78(47.3%)

연령

20세이하 0(0%)
21～25세 34(20.6%)
26～30세 17(10.3%)

여자 87(52.7%)
31～35세 17(10.3%)
36～40세 48(29.1%)
41세이상 49(29.7%)

교육수준

고졸 35(21.2%)

직업

대학생 40(24.2%)
대재 42(25.5%) 회사원 43(26.1%)
대졸 77(46.7%) 공무원 3(1.8%)
대학원재 3(1.8%) 자영업 18(10.9%)
대학원졸 8(4.8%) 주부 43(26.1%)

전문직 10(6.1%)
기타 8(4.8%)

주거래은행

국민 40(24.2%)

이용계기

TV광고 3(1.8%)
광주 72(43.6%) 친구소개 19(11.5%)
신한 1(0.6%) 집근처 92(55.8%)
농협 36(21.8%) 직장근처 35(21.2%)
시티 1(0.6%) 기타 16(9.7%)
우체국 10(6.1%)
우리 3(1.8%)
하나 2(1.2%)

이용경력

6개월미만 2(1.2%)

방문빈도

1년에1～2번 4(2.4%)
6개월～1년미만 4(2.4%) 1년에3～4번 12(7.3%)
1년～1년6개월미만 1(0.6%) 한두달에1번 30(18.2%)
1년6개월～2년미만 6(3.6%) 한달에2～3번 68(41.2%)
2년이상 152(92.1%) 일주일에1번이상 51(30.9%)

이용경력은 전체 응답자 중 152명이 2년이상 해당 금융기관을 거래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방문 빈도에 대한 질문에 한달에 2～3번 은행을
방문한다는 고객이 68명으로 41.2%였으며,일주일에 1번이상 은행을 방문
한다는 응답자도 51명으로 30.9%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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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가설검증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신뢰성은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
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
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증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개의 항목을 이

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
을 확인하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
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Alpha에의한 신뢰성 검
증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방법으로 측정수단의 신뢰
성을 검증하였다.

2.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하려고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의 문제이다.즉,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위하여 개발한 측
정도구가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요인분석(Factor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혹은 여러개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기법으로 여러개의 변수들을 그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료를 축소하고 요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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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는다.또한 변수들을 요인별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기능
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에는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과 확증적(Confirmatory)

요인분석이 있다.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 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
요인을 찾아보거나,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반면
확증적 요인분석은 잠재요인에 대한 가정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
한다.그렇다고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다만 확증
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위해서는 통상 연구대상에 많은 사전적 지식을 갖
고 있어야 한다(SPSS사회조사분석,199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적절한 요인
으로 묶이지 않거나,Alpha값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
인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으며,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개

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처음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2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
어 은행원의 전문성,관계적 행위로 명명하였다.
은행원의 전문성을 설명해 주는 설명분산은 45.65% 였으며,관계적 행

위에 대한 설명분산은 38.097%로 분석되었다.그리고 도출된 차원ㄷ르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Alpha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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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최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
났다.Cronbach'sAlpha분석 결과 은행원의 전문성은 α=0.851,관계적 행
위는 α=0.905로 분석되었다.

<표 4-2>외생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구성차원 은행원 전문성 관계적 행위
은행원 경험 000...888888 0.20
은행원 지식 000...888999 0.93
업무관련 전달 능력 000...777777 0.36
장기관계 유지 0.13 000...999444
관계 지속 노력 0.30 000...999000
고유치 2.283 1.905
설명분산(%) 45.657 38.097
누적분산(%) 45.657 83.755
Cronbach'sAlpha 0.851 0.905

2)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내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3개의 변인으로 추출되었다.<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된 설명문항들의 요인적재치가 요인별로 모두 높게 나왔으며,이를 신
뢰,만족,충성도로 명명하였다.
이 세 요인을 설명해주는 누적분산은 82.406%였으며,Cronbach's

Alpha분석 결과 신뢰는 α=896,만족은 α=0.828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도
는 0.824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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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내생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구성차원 신뢰 만족 충성도
은행원 믿음 000...888777 0.20 0.34
은행원 정직 000...888666 0.36 0.12
은행원 성실 000...888000 0.49 0.03
서비스만족 0.42 000...777888 0.40
약속의 이행 0.31 000...888222 0.26
재구매 0.10 0.27 000...888555
구전 0.281 0.12 000...888666
고유치 2.260 2.167 2.166
설명분산(%) 28.246 27.082 27.078
누적분산(%) 28.246 55.327 82.406
Cronbach'sAlpha 0.896 0.818 0.824

제3절 가설의 검증 및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

1.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 지를 알아보고,
공분산 구조모형의 검증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표 4-4>와 같이 연구 단위들 간에는 유의적인 정
(+)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단위들
을 추후 분석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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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상관관계 분석

경험 지식 전달
능력

장기
유지

지속성 믿음 정직 성실 서비스
만족

약속
이행

재구매의도 구전

경험 1.00
지식 0.70 1.00
전달능력 0.66 0.61 1.00
장기유지 0.29 0.28 0.41 1.00
지속성 0.49 0.33 0.54 0.83 1.00
믿음 0.40 0.45 0.53 0.50 0.58 1.00
정직 0.37 0.47 0.52 0.45 0.46 0.82 1.00
성실 0.45 0.44 0.62 0.40 0.46 0.67 0.74 1.00
서비스만족 0.41 0.45 0.49 0.31 0.45 0.63 0.60 0.57 1.00
약속이행 0.54 0.49 0.57 0.38 0.45 0.55 0.59 0.72 0.71 1.00
자주방문 0.45 0.43 0.36 0.29 0.42 0.43 0.33 0.26 0.58 0.50 1.00
구전 0.41 0.25 0.34 0.39 0.54 0.54 0.37 0.35 0.46 0.45 0.67 1.00
**Correlationissignificantatthe0.01level(2-tailed).

2.연구모형의 검증

다음 <표 4-5>는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에 영향을 받은 신뢰
및 만족 그리고 충성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적합도 검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추정치와 표준화 계수 그리고 표준 오차 및
검정 통계량( )을 통해 검증하였다.분석은 LISREL 윈도우 버전
8.30을 사용하였으며,추정은 ML(Maximum Likelihood)법에 의해 추정하
였고,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관계
Matrix를 사용하였다.



- 66 -

<표 4-5>모수 추정 및 적합도 검증결과

변수 항목 측정
항목

LISREL
측정치 표준오차 t-value 표준화

추정치 SMC

은행원
전문성
()

경험 LX11 0.838 0.081 10.299 0.827 0.687
지식 LX21 0.833 0.080 10.432 0.822 0.678
전달능력 LX31 1.000(고정) - - 0.987 1.000

관계적
행위
()

장기유지 LX42 0.705 0.096 7.362 0.787 0.621

지속성 LX52 0.969 0.088 11.064 1.083 1.177

신뢰
()

믿음 LY11 0.851 0.100 8.553 1.083 4.406
정직 LY21 0.783 0.155 5.046 1.991 4.050
신뢰 LY31 1.000고정) - - 1.658 7.687

만족
(η )

서비스만족 LY42 0.596 0.042 5.564 0.970 1.000
약속이행만족 LY52 0.995 0.142 6.981 0.995 1.000

충성도
(η )

재구매 LY63 0.973 0.071 30.856 0.973 1.000
구전 LY73 0.997 0.037 27.127 0.997 1.000

Chi-Square/df=128.649/46(p=0.000)

GFI=0.975 AGFI=0.908 NFI=0.966 NNFI=0.923

CFI=0.977 RMSR=0.0297 StabilityIndex=0.559

위의 <표 4-5>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가 검정 통
계량( )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
구모형의 적합도 또한 우수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연구모형의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인 GFI는 0.975로 높은 적합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정 적합 지수인 AGFI또한 0.908로 높은 적합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NFI도 0.966으로 높게 제시되었
으며,NNFI도 0.923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Chi-Square/df의 결과도
128.649/46(p=0.000)로 우수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그리고 제시된 연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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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StabilityIndex또한 0.559의 결과로 1이
하의 값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이 안정적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행위에 의한 금융서

비스 이용자의 신뢰와 만족을 통한 충성도를 예측하기 위해 제시된 본 연
구의 모형은 현실을 잘 반영한 모형으로서 그 설명력 또한 높으며,통계
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3.가설의 검증

제3장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 분석(LISREL)을
실시하였으며,검증에 사용된 방법은 ML(Maximum Likelihood)법에 의한
추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검증에 사용된 통계량은
LISREL경로계수와 표준화 추정치를 통해 설정된 경로의 강도를 확인하
고,검정통계량인 의 확인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가
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1)가설 1,2의 검증

가설1과 가설2는 금융서비스 은행원의 전문성이 신뢰와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4-6>과
같다.은행원의 전문성과 신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GA11의 표준화된 경
로계수는 0.311,t-값은 5.260으로 95%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였다.또한 은
행원의 전문성과 만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2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662,t-값도 3.933으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가설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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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제공자인 은행원의 경험,전문적 지식 그리고 전달

능력등 은행원의 전문성이 해당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만족감
상승에 유의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이는 앞서 살
펴본 많은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 결과이다.

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

추정치
검증
결과

H1 전문성(ξ )→신뢰(η ) GA11 0.311 0.059 5.260 0.311 채택
H2 전문성()→만족() GA21 0.662 0.168 3.933 0.662 채택

<표 4-6>은행원 전문성과 신뢰와 만족간의 관계 검증 결과

2)가설 3,4의 검증

가설 3,4는 은행원의 고객과의 관계적 행위가 고객의 신뢰와 만족감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것이다.가설을 검증한 결과
는 아래 <표 4-7>과 같다.
은행원의 관계적 행위와 신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GA1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250,t-값은 2.491로 95%신뢰 수준에서 유의하였다.또한 은
행원의 관계적 행위와 만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GA22의 표준화된 경로
계수는 0.145,t-값도 2.847로 95%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가설
3과 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종사자의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과 지속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적 행위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높
이는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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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추정치

검증
결과

H3 관계적행위()→신뢰(η ) GA12 0.303 0.078 2.491 0.250 채택
H4 관계적행위()→만족() GA22 0.184 0.065 2.847 0.145 채택

<표 4-7>은행원의 관계적 행위와 신뢰와 만족간의 관계 검증 결과

3)가설 5의 검증

가설 5는 신뢰와 만족의 간의 관계이다.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아래의 검증결과에서 보면 신뢰와 만족간의 관계를 나
타내주는 BE2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0.583,t-값은 17.859로 95%의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앞서 신뢰와 만족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표 4-8>신뢰와 만족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

추정치
검증
결과

H5 신뢰()→ 만족() BE21 0.583 0.089 17.785 0.583 채택

4)가설 6,7의 검증 결과

가설 6,7은 신뢰와 만족 그리고 충성도간의 관계로 설정하였다.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와 만족은 고객들이 충성도를 지각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제기되었다.본 연구에서의 신뢰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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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충성도와의 관계 검증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아래의 검증 결과에서 보면 신뢰와 충성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BE3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228,그리고 t-값은 2.490으로 95% 신뢰수
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만족과 충성도간의 관계를 나
타내는 BE3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583이고,t-값도 17.785로 95% 신
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 6과 7은 채택 되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같이 신뢰와 만족은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어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표 4-9>신뢰와 만족 그리고 충성도간의 관계 검증 결과
가설
번호 가설경로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value 표준화

추정치
검증
결과

H6 신뢰(η )→ 충성도(η ) BE31 0.228 0.092 2.490 0.228 채택

H7 만족(η )→ 충성도(η ) BE32 0.583 0.089 17.785 0.583 채택

5)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번호 가 설 검증

결과
1 은행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는 높을 것이다. 채택

2 은행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만족은 높을 것이다. 채택

3 은행원의 관계적 행위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높
을 것이다. 채택

4 은행원의 관계적 행위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높
을 것이다. 채택

5 은행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높을
것이다. 채택

6 은행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은행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는 높
을 것이다. 채택

7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은행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표 4-10>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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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이용고객이 지각하는 금융 서비스 요인들 즉,은
행원의 전문성과 관계적 행위 수준이 관계의 질 신뢰와 만족 및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계마케팅의 개념,관계마케팅의 특징을 살펴보고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였다.또한 이러한 관계마케팅의 요소를 통해 관계의 질 신
뢰와 만족 그리고 충성도 등 성과요인에 관한 이론적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객과 은행 사이의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관계

마케팅 활용요인들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 중 종업원의 전
문성과 관계적 행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 기업의 제공
서비스 요인의 관계지향적 제공은 고객과의 관계의 질(신뢰,만족)을 향상
시키게 되며,이는 결국 충성도를 높이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첫째,은행원의 전문성 요인들은 관계의 질(신뢰와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비스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풍부한 경험과,전문적인 지식,그리고 쉽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두 번째로,은행원의 관계적 행위 수준이 관계의 질(신뢰아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금융기관을 찾아오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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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귀속감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충성고객으로 만드
는데 큰 요인이 될 것이다.은행원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

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객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형성
된 신뢰는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신뢰감
회복을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마케팅 활동에 의해 형성된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

족이 높을수록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와 만족은 충성도의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 방방방향향향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첫째,표본 추출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을 인구 통계학적인 면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
서 표본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지만,추출된 표본이 국내 금융기관 이용자들
의 실제 이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금융기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입증한 연구모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용 행동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자행동적 접
근과 이용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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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현재 금융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유형이 존재한다.금
융기관 이용자들은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용 행태를 보
이거나 그 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유형을
단순히하여 분석하였다.부족한 점으로는 금융기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금융
기관 선호 유형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각각의 세분화된 부분별로 수익성 높
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그 중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세 번째로,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금융기관의 이용자에 따라 지향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고객 서비스를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금융서비스를 고
객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향
후 연구에는 고객의 세분화와 금융기관 선호 유형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통
해 금융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수익성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세분화된 부분별로 중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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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관계마케팅 현황 조사조사조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연구는 국내 은행의 관계마케팅 노력과 관련한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초로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항수가 다소 많습니다만,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국내 은행
의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
변하여 주십시오.
본 설문지는 은행의 관계마케팅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의 실증

연구에 사용될 자료 수입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귀하가 응답해 주
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내용으로 국내 은행의 관계 마

케팅 현황에 대한 답변자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습니다.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다다다시시시 한한한번번번 감감감사사사 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연 구 자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대    상 : 국내 은행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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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문항들은 문항들은 문항들은 문항들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이용과 이용과 이용과 이용과 관련한 관련한 관련한 관련한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주로 주로 주로 주로 이용하이용하이용하이용하

는 는 는 는 은행을 은행을 은행을 은행을 생각하시고생각하시고생각하시고생각하시고, , , ,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    표 표 표 표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1.귀하가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은 어디 은행입니까?
① 국민 ② 광주 ③ 신한 ④ 농협 ⑤ 시티 ⑥ SC제일 ⑦ 우체국
⑧ 우리 ⑨ 외환 ⑩ 하나 ⑪ 신협 ⑫ 새마을금고 ⑬ 기타( )

2.위의 은행을 처음 이용하게 된 계기는 ?
① TV광고 ② 신문광고 ③ 잡지광고 ④ 라디오 광고 ⑤ 배너광고
⑥ 아는(친구)사람 ⑦ 집근처 ⑧ 직장근처 ⑨ 홈페이지 ⑩ 기타( )

3.귀하는 위의 은행을 이용한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1년미만 ③ 1년 ~1년6개월미만
④ 1년6개월 ~2년미만 ⑤ 2년 이상

5.귀하는 위의 은행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1년에 1~2번 ② 1년에 3~4번 ③ 한두달에 1번 ④ 한달에 2~3번
⑤ 일주일에 1번 이상

7.귀하는 은행을 이용할 때 정해진 한곳의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① 여러 다른 은행을 이용함 ② 늘 이용하는 1~2곳의 은행이 있음
③ 항상 같은 은행만 이용

ⅡⅡⅡⅡ. . .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귀하가 앞에 앞에 앞에 앞에 표기한 표기한 표기한 표기한 은행의 은행의 은행의 은행의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 . .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은은은은

행을 행을 행을 행을 연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    표 표 표 표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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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은행의 은행의 은행의 은행의 은행원들은은행원들은은행원들은은행원들은... ... ... ...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은행서비스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은행서비스와 관련한 지식이 정말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은행서비스 전달 능력이 우수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은행원들이 나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은행원들이 나와의 거래관계는 지속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은행원들이 매우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은행원들이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은행원들이 매우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은행원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은행원들 나와의 약속을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금융서비스를 위해 이 은행을 자주 방문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이 은행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다음에 은행을 이용할 때도 이 은행을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ⅣⅣⅣ. . . .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내용입니다. . . . 각 각 각 각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문항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해해해

당 당 당 당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번호에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표하여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1. 1. 1. 1.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성별은성별은성별은성별은?  ?  ?  ?     ① 남        ② 여

        2. 2. 2. 2.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연령층은연령층은연령층은연령층은? ? ? ? 

   ① 20세이하  ② 21세~25세  ③ 26세~30세  ④ 31세~35세  ⑤ 36세~40세

   ⑥ 41세이상

        3. 3. 3. 3.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교육수준은? ? ? ? 

   ① 고졸    ② 대재    ③ 대졸　  ④ 대학원재    ⑤ 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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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직업은직업은직업은직업은? ? ? ?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③ 회사원  ④ 공무원  ⑤ 자영업  ⑥ 교수, 교사 

   ⑦ 주부  ⑧ 전문직  ⑨ 기타 (            )　

        5. 5. 5. 5.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귀하의 월 월 월 월 소득은소득은소득은소득은?  ?  ?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500만원   ⑥ 501～1000만원  ⑦ 1000만원 이상  ⑧기타           

    

★★★★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장시간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 응해 응해 응해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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