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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JusticeRecognition

ofServiceRecovery

by Joo,JeongJoo

Advisor:Kim,JongHo,Ph.D.

GraduateSchool 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Inorderforaservicebusinesstosurviveinkeencompetition,itis

necessarytopositivelyrespondtothedemandofcustomers.Inthis

situationeven thoughmany servicebusinessenterprisesanddining

businessenterprisesseektothegoalofflawlessservice,itisdifficult

to actualize this goal.Since unlike materialcommodities,service

involvesmuchinteractionswiththeemployeesandthepsychological

andhumaneoutcome,noenterprisecanbefreefrom anyfailureof

service.

Failureofserviceoccurswhenthequalityofservicedoesnotmeet

theexpectation ofcustomer.Nevertheless,morethan thefailureof

serviceitself,itistheinappropriatereactionoftheenterpriseandthat

ofthe employee thatcauses the dissatisfaction ofcustomer and

becomesthemajorreasonforthecustomertobreakoff.

However,throughtheeffectiverecoveryofservice,customerscan

bemoresatisfiedthanotherswhohavenotexperienceditfrom the

first.Theformermaybecomemoreloyaltotherespective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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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nvolveinfavorableoraltransmissionactivity.Alsosincemore

than79% ofcustomerswhoaresatisfiedwiththerecoveryofservice

maintain their relation with the respective enterprise,itis very

importanttorecoverfrom failure.

Recentlyinthediningindustrymarketoneofimportantmarketing

strategyistoraiseprofitswithlessexpensesratherthanbyseeking

new customersbymaintainingandmanagingtheexistingcustomers

who not only continuously purchase products but also orally

transmittingabouttheproducts.Thusitismostimportanttorecover

servicetosolvecustomer'sdissatisfaction in ordertomaintain the

existingcustomers.

In 1980s some research on consumer's behavior argued that

consumer'sreactiontothemarketingstimulusmustbeseenfrom the

emotionalperspectiveratherthan cognitiveperspectiveandstressed

that purchasing act of consumer tends to be governed by the

emotionalmotivationratherthanbytherationalandlogicalthinking.

Howeverthereisnoresearchonhandlingofdissatisfactionandon

customer'sactionandemotionalreactiontoservicerecovery.

Themorecustomersfeelthefairnessoftherecoveryoftheservice

failure,thebetterthey feelpositively andthisfeeling affectstheir

loyaltyofwillingnesstorepurchaseandofpositiveoraltransmission.

Alsobyaddingthevalueofservicetothemodelofdecisionmaking

process ofconsumer,theexplanatory powerofconsumer'sloyalty

elevates.The higherthe service values are the more loyalty of

customer.Itisshown thatthehigherdegreeofsenseoffairness

abouttherecoveryfrom servicefailuremeansthehigherdegreeof

senseoftheservicevalues.

Thereforethisstudyattemptstoanalyzeonthebasisof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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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how much thesenseoffairnessfrom therecovery process

aftertheservicefailurein recently fastgrowing family restaurant

influencesontheservicevaluesandalsoonthedegreeofloyaltyof

customerestimatedasaresultofsatisfaction by therecovery and

therebyseekstosuggestsomebasicdirectionsonrecoverystrategyof

servicefailureinthediningindustry.

The results thathave proved through positive analysis on the

suggestedhypothesis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intherelationsamongfairnessofservicerecovery,positive

emotionalreaction and servicevalues,both proceduralfairnessand

distributionalfairnessaffectswellonthepositivefeelingofcustomer

and service values, and particularly the influential power of

distributionalfairnessisveryhigh.

Therefore,inorderforcustomertohavepositivefeelingaboutthe

fairnessofrecoveryaftertheservicefailure,itisimportanttogivean

appropriate compensation as wellas the opportunity to express

dissatisfaction.

Alsoonthefairrecoveryofservicefailureofthediningbusiness

enterpriseinordertoelevatethesenseofservicevalueofcustomerin

whichonecanfeelmuchbenefitsincomparisontoinvestment,itis

moreimportanttoundertakeappropriatecompensation.Thisisbecause

customersgenerallyprefertoreceivetangibleoutcomeandtherefore

thetangiblecompensationwillbethemostpowerfulrecoverystrategy.

Second,itisshownthatthepositivefeelingandservicevalueonthe

response ofthe dining business enterprise leads to the customer

satisfaction.Through this the enterprise,in the case ofemotional

reactionthatcanenhancethecustomersatisfaction,needspromotion

thatinducesmorecustomerpurchasebyusingthemarketing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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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tressesmorepositivefeelingandcontrolsnegativefeelingtothe

least.

Third,customersatisfactionworksasthereinforcingfactorforthe

serviceloyalty.Sincethehigherthelevelofcustomersatisfaction

meansthehigherdegreeofserviceloyalty,thepossibility forthe

customertousethesameserviceincreasesaswellastohavemore

intimatefeelingandaffectionfortherespectiveservice.

Thisoutcomecoincideswiththoseoftheprecedingresearcheson

thedegreeofserviceloyalty thathascustomersatisfaction asits

primary cause.Thissuggeststhatproviding commodity orservice

withhighercustomersatisfactionresultsinhigherloyalty.

Nevertheless,sincetheproven resultand itsinterpretation ofthis

studyshowssomelimitationsandrestrictions,itsimplementationneeds

moreprecautions.Inthefuturemorethoroughstudiesonsolvingthese

problemswillbeneeded.

Thelimitationsofthisstudyarethefollowings.First,theprevious

studiesontheservicerecoveryhavebeendonethroughthetechnique

ofmain eventor scenario.On the other hand since this study

estimatesbydependingonthepastexperiencesofcustomerswhouse

diningenterprise,therearenotenoughexaminationsonthespecific

natureandvariationsindissatisfyingsituation.Thereforeinorderto

overcomethisshortcomings,morevariousexperimentaltechniquesand

planswillbeneeded.

Second,emotionalreactionsaremainlydividedintothepositiveand

the negative and this study only deals with the positives ones.

Therefore,inthefutureitwillbehelpfultostudynegativereactions

andalsotocomparebetweenthem.Itwillbesuggestivetoestimate

how thenegativefeelingsleadstothedissatisfactionofcustom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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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oraltransmissionanddissatisfyingaction.

Third, there is limitation to choose various dining business

enterprisesratherthandefiningspecifickinds.Forthefuturestudyit

willbehelpfultoexaminetheservicefailureandrecoveryaccording

todifferentkindsofdiningindustriesandcomparethem,andfurther

includingbothdomesticandabroadtocompareaccordingtonations

andregions.

Fourth,thisstudydoesnotanalyzefactorsoffailureaccordingto

differenttypesandtheireffects.Depending onthetypesofservice

failure the sense offairness ofservice recovery willbe clearly

different.Therefore,infurtherstudies,moredetailedclassificationsof

theservicefailurewillbringmoredetailed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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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

오늘날 서비스 산업은 날로 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에 한 기 도 차 커져가고 있다.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

스 기업이 생존하기 해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한 기업의 극 인

응이 필요하다.이에 많은 서비스 기업 외식업체들은 무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Mueller,Palmer,

MackandMcMullan2003).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많은 부분이 직원과의

상호작용과 련되며 심리 ,인 결과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

업도 서비스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Hocutt,Chakrabotry and

Mowen1997).

이러한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달에 있어서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의

기 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실제로 서비스 실패 그

자체보다도 실패에 한 기업 직원의 반응이 고객의 불만족을 래하

여 고객을 이탈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Hoffman,Kelly

andRotalsky1995).

하지만 효과 인 서비스회복을 통하여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오히려 처

음부터 서비스회복을 경험하지 않은 고객들보다도 해당 기업에 해 더욱

만족하고 충성도를 가지며 호의 인 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Goodwin and Ross1992). 한 기업의 서비스회복에 만족한 고객의

79%이상이 해당 서비스 기업과의 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Kelley,

HoffmanandDavis1993),서비스 실패에 한 회복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외식 소비 시장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의

계를 유지시키고 지속 으로 리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 재구매 의

도 구 의도를 통하여 수익을 증 시키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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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최소화 하여 마 활동을 할 수 있는 요한 방안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해서는 불만족 즉,고객의 서비스회복 방안과 그

역할이 요하다(김형 2003).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토

랑을 성공 으로 운 하기 해서는 식음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높은

수 의 서비스가 요구된다.식음료의 품질이 탁월하 음에도 불구하고 서

비스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고객이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다시는 돌아오

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객의 구매 후 불만족 행동에 하여 기업이 효

과 으로 리를 한다면 고객 유지율의 제고와 부정 인 구 의 확산 방

지 등을 방 할 수 있다(Tax,BrownandChandrashekaran1998).

서비스 실패에 한 회복의 노력이 고객 만족에 어느 정도 향력이 있

는지,어떤 경로를 거쳐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Walster and

Berschied(1978)는 공정성 이론(equitytheory)을 이용하여 서비스 실패와

회복 간 계의 틀을 설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Smith등(1999)과 같은

연구자들은 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정 공정성,상호작용 공정성 등 세

역으로 나 고 각각의 공정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80년 에 들어 일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마 자극에 한

소비자의 반응은 인지 보다는 감정 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을 제기하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합리 이고 논리 인 사고보다 감정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향이 강조되고 있다(Holbrook1987).그러나

불평처리와 서비스회복에 한 실제 고객행동과 감정반응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Weiss,Suckow and Cropanzano 1999;

ChebatandSlusarczyk2003).

고객은 서비스 실패에 한 회복이 공정했다고 인식할수록 정 감정

을 갖게 되며(HegtvedtandKillian1999;Weiss등 1999;Chebatand

Sousarczyk2003),이러한 고객들의 감정반응은 재구매 의도와 구 등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MooradianandOliver1997;Maut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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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1999;ZeelenbergandPieters2004).

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모델에 서비스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에 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서비스 가치 지각이 높을수

록 고객 충성도는 높아진다(Cronin,BrandyandHult2000).그리고 서비

스 실패에 한 회복 공정성 수 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서비스가치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규,원구 2001).

그러나 서비스 실패 상황을 서비스회복 상태로 반 시키는 노력의 요

성이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Hart,HeskettandSasser

1990),이에 한 실증 인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한 서비스회복에

한 고객 반응과 이들이 고객 계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한 주요 변수

들인 향후 행동의도( 정 구 ,재구매 의도,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성장하고 있는 패 리

스토랑에서의 서비스 실패 이후 그 회복 과정에서 지각되는 공정성이

정 감정 반응,서비스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고객만족의 결과로서 측정되는 후속행동인 서비스 충성도에 어

느 정도 유의 인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서비스 실

패에 한 회복 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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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두 가지 방

법을 병행하 다.먼 기존의 서비스 실패 공정성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서비스 공정성 지각 유형에 한 개념을 재정립하 으며,

다음으로 실증 연구를 하여 서비스 공정성 유형과 련된 정 감

정과 서비스 가치 등이 서비스 충성도와 어떤 계를 맺는지에 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연구 목 ,연구방법과 연구범 에

하여 기술하 다.

제 2장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제반 개념에 한 이해를

해 연구와 직 으로, 는 간 으로 련된 선행연구 필요한 이

론과 논리들을 기술하 다.그리고 본 연구 수행의 의미 필요성 등을

제기함으로써 연구수행을 한 기반을 제시하 다.

제 3장은 모형의 설계와 련된 것으로 연구모형의 도출과 연구 가설의

설정 등에 한 내용을 기술하 고

제 4장에서는 실증에 한 조사 분석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본 조

사에 한 변수의 조작 정의,설문의 구성,자료수집 분석,가설에 한

검증 등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본 연구가

지닌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제 2장 연구의 이론 고찰

제 1 서비스 실패에 한 이론 고찰

1.서비스 실패의 개념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달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기 에 미

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BellandZemke1987),일반 으로 서

비스 실패란 서비스 에서 고객 불만족을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

험을 말하는 것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실수들과 고

객에 한 서비스의 약속 반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 오류가 포함된다

(Weun1997).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이며(Heskett,SasserandHart1990),책임이 분명한

상의 과실로 인하여 래된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한 과실이다

(BerryandParasuraman1991).

그러나 서비스 실패가 천재지변과 같은 기업의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부분의 학자들은 서비스 실패는 조직에 의해 야기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는 서비스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Weun

1997).그러나 Johnston(l995)은 서비스 실패란 책임의 유무와 계없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은 문제의 원

인과 계없이 서비스 실패 발생시 서비스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실패 개념에 한 다른 근 방법인 불일치

패러다임을 용함에 있어 Zeitharnl,BerryandParasuraman(1993)은 서

비스 실패는 고객이 지각하는 인내 역 이하로 하락하는 서비스 성과라

고 언 하 으며,유사하게 BellandZemke(1987)도 고객의 기 수 이

하의 서비스 경험이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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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비스 실패는 불만족한 고객을 래하는 서비스 으로(Hay

and Hill1999) 무엇인가 잘못되고 책임이 결여된 상태이며(Palmer,

BeggsandKeown-McMullan2002),고객이 기업과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련된 실수 는 문제이다(Maxham Ⅲ 2001).

이상의 서비스 실패에 한 제 학자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서비스 실패의 정의

연구자 정 의

BellandZemke

(1987)

고객의 기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

험하는 것

Heskett등

(1990)

책임이 분명한 상의 과실로 인하여 래된 서비스 과정

이나 결과에 한 과실

Berryand

Parasuraman

(1991)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Zeithaml등(1993) 고객의 인지된 인내 역 이하로 하락하는 서비스 성과

Johnston(1995)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무엇인가 잘못된 것

Weun(1997)
서비스 에서 고객 불만족올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

HayandHill

(1999)
불만족한 고객올 래하는 서비스

Maxham Ⅲ

(2001)

고객이 기업과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련된 실수

는 문제

Palmer등

(2008)
무엇인가 잘못되고 책임이 결여된 상태

이러한 서비스 실패는 약속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달 상황이

정확하지 않고 형편없을 경우 직원의 무례한 행동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되어 질 수 있다.이러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 실패는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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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감정이나 응답을 가져 올 수 있다.이에 실패를 바로 잡지 않고

고객이 떠났을 경우 다른 고객들에게 그들의 부정 경험들에 한 이야

기를 한다거나 법 경로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해 해당 회사를 고

발하기도 한다(ZeithamlandBitner2003).

Susan(1995)은 고객이 서비스 기업을 이탈하는 주된 이유로 핵심 서비

스에 한 실패란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받고자 원했던 가장 요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택배 서비스인 경우,배송제품의 손,배송 지

연,오 배송 등)을 말하고,서비스 의 실패는 서비스를 달하는 시

에서의 종업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한 서비스(친 , 의 등)를 받

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객이 서비스기업을 이탈하는 이유 의 44.3%가

핵심서비스에 한 서비스 실패 그리고 34.1%가 서비스 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객은 서비스 에서 발생한 불만족을 조직에 해 직 인 행동으

로 여하여 직 불만을 토로한다.그리고 조직은 만족한 고객에서 불만

족한 고객으로 차 환되는 서비스 실패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해,Blodgett,WakerfieldandBarnes(1995)는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을 가진 고객을 격려하고 보상방법을 찾는다고 주장한다.그래서 회

사는 문제를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들의 고객들은 유지되는 것이다.

서비스회복에 하여 고객이 갖고 있는 기 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만족은 고객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서비스 기업의 가장 큰 심사는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지속 으로 기업의 충성 인 고객으로 남

게 함으로서 수익률을 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비스 기업들은 경

쟁이 심화된 마 환경에서 우 를 하고자 끊임없이 서비스 품질 향

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서비스 품질 경쟁에서 낙오된 기업은 실패의

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되고(Schlesinger1991),서비스 실패에 한 고객

반응을 규정하면 실패는 리 구 되고,기억 속에 잔재하며,고객 이탈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패의 심각성이 있다(Smith1997). 한 Bateso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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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평이 만족스럽게 해결된 고객들은 단지 5명의 다른 이들에게 실패에

토로하는 반면,불평 고객들은 9명 혹은 10명에게 자신들의 불만족 경험

을 얘기하게 되어 고객들은 서비스 실패에 해 강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실패를 회복시키기 한 조직의 노력 한 마찬가지로 강하고 효율 이어

야 한다.

2.서비스 실패의 유형

서비스 실패의 유형은 산업과 제품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일반 으로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달시스템 실패에 한 직원의 반응,고객의 요구

와 요청에 한 직원의 반응,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의 행동으로 분

류하고 있는데(Bitneretal.1990;Kelleyetal1993;Hoffmanetal1995;

ChungandHoffman1998),Bitner(1994)와 LewisandClacher(200l)는 여

기에 문제 고객을 추가하 다.

서비스 달시스템 실패에 한 직원의 반응과 련된 실패는 제품 결

함,불가능한 서비스,지연 서비스,시설 문제,불명확한 정책,재고 부족,

포장 실수,잘못된 정보,다른 핵심서비스의 실패 등이 해당된다.고객의

요구와 요청에 한 직원의 반응과 련된 실패는 고객의 특별 요구,기

호와 련된 실패,고객의 실수 등이 속한다.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의 행동과 련된 실패는 고객에게 심 등을 갖는 직원의 행동,잘못 받

은 주문, 달되지 않은 주문,계산 착오 등이 해당되며,문제 고객은 음

주 고객,장애 고객,기업의 규칙을 반하는 고객,비 조 인 고객 등이

다.

한편, 스토랑의 서비스 실패 유형에 따른 서비스회복 략은 제품 결

함일 때 체와 무료 시식이 주로 행해지며,지연/불가능 서비스의 경우

는 무료 시식과 사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주문이 잘못된 경우는 무

료 시식과 체가 주로 실시되고 있다. 한,무료 시식,할인,쿠폰과 같

은 유형 보상은 가장 강력한 회복 략이며,사과는 효과가 낮으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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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부재보다는 회복률이 높다(Hoffmanetal1995).

기존의 서비스 마 문헌에서는 서비스 실패의 유형을 핵서비스 실패

와 서비스 실패(Keaveney1995), 는 결과 실패(outcomefailure)

와 과정 실패(processfailure)로 나 고 있다(Smithetal1999).

핵심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자체와 련된 실수 는 기술 문제이며,

서비스 실패는 고객과 직원 간의 인 상호작용이다(Keaveney

1995).결과속성은 무엇이 제공되었는가와 련된 것이고,과정속성은 무

엇이 어떻게 제공되었는가와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Blodgettetal

1997;Taxetal1998;Smithetal1999).

결과 실패는 기업이 핵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과

정 실패는 핵심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이 불완 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

을 뜻한다.즉,결과 실패는 실리 인 교환을 포함하고,과정 실패는

상징 인 교환을 포함한다. 를 들어, 과 약으로 호텔 객실 약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결과 실패가 발생했을 때 고객은 경제 손실을

경험하게 되며,데스크의 불친 과 같은 과정 실패가 일어난 경우 사회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Smithetal1999).

스토랑을 상으로 한 결과 ․과정 ․복합 실패의 내용을 살펴보

면,결과 실패는 제품 결함,재고 부족,주문 로 요리되지 않은 음식,

잘못받은 주문,복합 발생 등이 포함되고,과정 실패는 지연/불가능 서

비스, 생 문제,불공정한 우,좌석 배치,무례한 종업원, 달되지 않

은 주문,잘못된 계산,복합 발생 등이 해당된다.복합 실패는 결과

실패와 과정 실패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윤성욱,황경미 2004).

음식 과 호텔을 상으로 한 Smith등(1999)의 연구에서 고객은 재고

부족과 같은 결과 실패보다는 부주의한 서비스와 같은 과정 실패일

때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일선에 있는 직원의 행동

탓으로 돌려지는 과정 실패가 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결과

실패보다 만족을 더욱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 으로 결과

실패는 경 자들에게 심을 끌고,과정 실패는 고객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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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실패를 결과 실패와 과정 실패로 구분하는 데 있어

그 정의가 추상 이며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서비스 산업의 정의와 구분에 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제품

과 서비스를 단순히 양분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스펙트럼상

의 연속 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과정․복합 서비스 실패 차원에 따른 효율 인 회복 략은 고

객들은 정 한 사과나 유형 인 회복과 정 한 사과가 함께 제공되는 경

우에 해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비스 실패

차원의 유형에 계없이 두 종류의 회복 유형을 모두 가장 효율 인 회복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 불만 리를 해 유형 인 회복만을 제공하

는 것은 그 어떤 차원의 서비스 실패에서도 정 한 사과보다 효율 인 회

복으로 인식되지 않았다(윤성욱,황경미 2004).

소매 의 서비스 실패를 기능 실패와 기술 실패로 나 어 보면,기

능 실패는 체크아웃,교환 서비스,직원의 태도,지원,제품 지식,고객

과의 계,개별 서비스 등을 들 수 있고,기술 실패는 가격, 업시간,

제품의 양과 질 다양성, 포의 안 성,구조, 기 시스템 등이 포함

된다(WongandSohal2003).

Hoffman,KelleyandChung(2003)은 서비스 실패 유형을 기술 문제,

생 문제,디자인 문제로 분류하 으며 Mueller등(2003)은 스토랑의

서비스 실패 유형을 지연 서비스,서빙직원 실수,주방장 실수,매니 실

수,고객 기호의 미부합,낮은 수 의 서비스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11-

<표 2-2>서비스 실패의 유형

연구자 상 서비스 실패 유형

Bitner등(1990)

호텔,

스토랑,

항공사

서비스 달 시스템,고객의 요구,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행동

Kelley등(1993) 소매
서비스 달 시스템,고객의 요구,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행동

Armistead등(1993) 주제 공원 서비스 제공자,고객, 련 기구

Bitner(1994)

호텔,

스토랑,

항공사

서비스 달 시스템,고객의 요구,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행동,문제 고객

Keaveney(1995)
23개의

서비스 기업
핵심 서비스 실패,서비스 실패

Hoffman등(1995)

Chungand

Hoffman(1998)

윤성욱,황경미(2002)

스토랑
서비스 달 시스템,고객의 요구,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행동

Smith등(1999)
호텔,

스토랑
결과,과정

LewisandClacher(2001) 주제 공원
서비스 달 시스템,고객의 요구,비즉각

이고 부 한 직원 행동

WongandSohal(2003) 소매 기능,기술

Hoffman등(2003)

병원,

스토랑,

극장,항공사

기술, 생,디자인

Mueller등(2003) 스토랑

지연 서비스,서빙 직원 실수,주방장 실

수,매니 실수,고객 기호의 미부합,낮

은 수 의 서비스

윤성욱,황경미(2004) 음식 결과,과정,복합

LewisandMcCann(2004) 호텔 26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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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서비스회복과 공정성 지각에 한 이론 고찰

1.서비스회복의 개념과 요성

결 이 없는 서비스 제공은 모든 서비스 마 리자가 추구하는 목

표이나 100%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은 없다.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기업과 고객과의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기업에 한 고객

의 신뢰는 서비스 실패의 결과로 인하여 상실되기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기 이 에 갖고 있던 최소한의 동일 수 의 만족과 신뢰 회

복을 해 노력해야 한다(Smith1997).

Grönroos(1988)와 KelleyandDavis(1994)는 서비스회복을 서비스 실패

에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Zeithaml,BerryandParasuraman(1993)은 고객이 처음 제공된 서비스가

고객의 인내 역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결과로서 취하는

제행동이라고 정의하 다.

ZemakeandBell(1990)은 서비스회복을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

한 후 기 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하는 고객들을 기업이 만족하는 수

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수한 서비스회복은 항상 불만

족한 고객을 만족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효과 인 서비스회복을 기업이 수행하게 되면,처음 거래가 시작 되었

을 때 약속된 성과나 효용을 제공하는 것보다 서비스 실패를 회복시켜 주

었을 때 소비자가 더욱 호의 으로 반응을 하게 되며(Etzel and

Silverman1981;McColloughandBharadwaj1992),제 로 된 서비스회

복은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고,고객과의 계를 공공연 하게하며,고객

의 환 행동이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Wemerfelt1987;Hart

andSasser1990).

서비스회복의 요성은 고객들의 일상에서 는 처음에 제공된 서비스

보다 서비스회복에 더욱 감정 으로 열 하며,더욱 주시한다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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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고 있다(Zethaml,Berry andParasuraman 1993).고객의 인내 역

(zoneoftolerance)은 최 의 서비스보다도 회복서비스 일 때 더 좁아질

것이다.그러므로 회복 리는 서비스 질에 한 고객 지각에 요한

향을 미친다.즉,매우 잘 수행된 서비스회복은 서비스 질에 한 고객 지

각을 개선하고,고객 만족을 강화시켜 고객과의 우호 인 계를 구축하

여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서비스회복이 효과 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이미 서비스 실패에 하여

불만족한 고객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며

(Bitner1990;LundeenandMcKenna-Harmoon1995),서비스회복을 통

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불만족한 고객을 감동시키고 심지

어는 서비스 기업에 충성 인 고객으로 바꿔 놓기도 한다.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서비스 상품

이 갖고 있는 특성상 불가능하다. 한 외식 기업은 서비스 실패로 인한

불만족의 결과 고객의 이탈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함

으로써 서비스회복 로그램 수립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이처

럼 서비스회복이 불가피한 이유는 첫째,서비스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고

둘째,서비스 실패의 반복 가능성은 기업에 오랫동안 남으며 셋째,서비스

실패는 고객이탈을 래하기 때문이다(Kelley,ScottandDavis1994).

서비스회복은 고객으로 하여 더 나은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 수 있

는 기회가 된다.그러나 실제로 효과 인 서비스회복으로도 불만족한 고

객을 만족할만한 수 으로 돌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객이 서

비스 실패로 인하여 치명 인 손해를 보았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회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비스회복은 단지 손실 통제 그 이상이며,서비스 실패가 발생한 이후

의 서비스 과정을 사 에 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구로 고객으로 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기업에 한 그들의

애호도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갖게 한다.Kelly(1993)의 연구에서도 기업들

이 서비스 실패로부터 회복하기 해 모든 시도를 해야만 한다고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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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에 따라 효과 인 회복은 최 의 서비스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

객의 충성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 하 다.기업이 아무리 고객지향 인

문화와 강력한 소비자 만족제도를 구축하고 있을 지라도 제품이나 서비스

의 소비나 달과정에서 완벽할 수만은 없다.종종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약속한 성과나 기 되는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

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데(Smith,BoltonandWagner1998),이러한 경

우에 효과 인 서비스회복은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한 수단이 된

다.따라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 을 경우에 효과 인 회복 략을 수행

하여 실패를 회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 인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 인 서비스회복은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서비스회복을 통하여 만족한 고객들은 서비스 실패와 회복 이후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되며,서비스 기업에

게 있어서 서비스회복은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GoodwinandRoss

1992).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만족과 서비스회복 간에는 유의한 상 계

가 있음이 밝 지고 있다(GoodwinandRoss1992;KelleyandDavis

1994;McColloughandBerry1996;Smith,BoltonandWagner1998).

서비스회복에 하여 만족한 고객들과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 간의 서비

스 품질에 한 인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서비스 실패에 한 고

객의 인지는 서비스 의 고객 만족에도 향을 주고 있다(Bitner

1990).

모든 서비스 기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달성하

고 만족한 고객을 충성 고객화하여 수익성을 증 해야 한다.서비스 실패

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된 서비스 실패에

한 처리 회복은 서비스 제공자의 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Haskett,SasserandHart1990;Johnston1995).심화되는 경쟁환경 가

운데 서비스 실패로 인해 고객 불만족,충성도 결여,그리고 고객 이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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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을 극복하기 해서도 효과 인 서비스회복이 요하며

(Schlesinger,LeonardandHeskett1991),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족을 경

험한 고객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고객을 되찾는 것을 의

미하기 보다는 불만고객 불만족 고객을 통한 부정 인 입소문을 방

하고 신규 고객 창출 비용 등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

다(BoltonandDrew 1991).

서비스회복 과정의 속성으로는 정 함,친근감,민감성, 심과 정직성

(Celmmer1993),사과와 해명(Bitner,BoomsandTetreasult1990),신속

성(Gilly1987), 의와 존경(Blodgett,Hill,andTax1993)등을 들 수 있

다.

서비스 실패와 서비스회복 략과의 계에 있어서 Hart,Heskettand

Sasser(1990)는 효과 으로 회복 략을 수행하기 한 차를 제공했다.

이것은 비용을 측정,침묵을 깨고 회복에 한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를

측,빠르게 처,종업원을 교육,최일선 종업원에게 권한을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복 략이 소비자에 의해 지불된 비용과 일치하는 보상을 제공

하거나 일선 종업원에 의해 즉각 으로 수행될 때 소비자들이 회복 략을

호의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Ross(1992)는 회복 략에 해 소비자는 회복과정에서 그들의 불평을

표 할 수 있으며 호의 인 결과를 제공받았을 때 만족한다고 하 다.서

비스 실패에 한 회복 략으로 Miller등(2000)은 심리 노력과 유형

노력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면서,이 두 가지를 하게 사용할 경우

은 비용으로 매우 큰 회복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 다.

2.서비스회복의 공정성 지각

서비스회복에 한 많은 연구들은 공정성(equity)이론에 근거하고 있

는데(GoodwinandRoss,1990;Tyler1994;Muelleretal2003),고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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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 경험이 공정할 때보다 공정하지 않을 때 더욱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SchneiderandBowen1999).

공정성 이론의 핵심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Adams1963)교환이 발생

하는 상황과 계되기 때문에 회복에 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데 당하다.즉,공정성 이론은 제공된 결과물(보상,만족 등)에

한 투입(희생,투자)을 요시하며,다른 사람의 비슷한 상황과 이러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한다(Greenberg1990).투입에 한 산출에는 특별한

회복 략( 보상,사과, 체 등),직원의 태도,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 정책 등이 포함된다(Kotler1997).

그러나 회복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의 단은 매우 주 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그 이유는 첫째,공헌한 보상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람

마다 다르기 때문이다.둘째,타인과의 차이를 정도에 따라서 수롭지 않

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지 않은 사람도 있다.셋째 불공정을 느낀 다

음 나타나는 반응 행동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공정에 한 반응 행동의 형식은 자신의 공헌도를 늘이거나 이며,

보상을 더 요구하든지 되돌려 다. 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비교 상을 바꾸며 단을 다시 하면서 타인과 동등하다고 느끼려고 노

력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은 일반 으로 세 가지의 하 요소 즉, 차

공정성, 상호 계 공정성, 분배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ClemmerandSchneider1996;Blodgettetal1997;Taxetal1998;

Smith etal1999;Maxham IIIand Netemeyer2002;Chebatand

Slusarczyk2003).

1) 차 공정성(proceduraljustice)

차 공정성은 서비스 실패를 수정하기 한 과정의 공정성으로

(Mattila2001)기업의 정책과 규칙 등이 포함된다(Smithetal1999).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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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회복에 있어서 차 공정성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 불

평을 리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체계 이고 한 차라고 할 수 있

다.

차 공정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의사결정과정이기에(Taxetal

1998)고객이 제공된 회복 략에 만족하더라도 회복의 결과물을 얻기까지

겪은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회복을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다

(HoffmanandKelley2000).

이와 같이 고객의 차 통제와 불평 제기(voice)는 공정성의 지각에

향을 주고 있으며,고객이 명백한 불공정에 해 자신의 감정을 표 할

기회를 갖는 것은 차 공정성 지각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Bies

andShapiro1988;Lind,KanferandEarley1990;SparksandMcColl

-Kennedy2001).즉,고객의 불평 제기 기회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높아

지며,특히 유형 인 보상이 함께 주어질 때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GoodwinandRoss1990).

문제에 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 는가 등의 차나 기 도 차 공정성올 지각하는 데

향을 주게 되며(Tyler1994;Blodgettetal1997;Taxetal1998;Palmer

etal2002), 기 시간이 짧고 과정이 당할수록 정 으로 인식하게

된다(GrothandGilliland2001).

공정한 차상의 부정 성과보다도 불공정한 차상의 부정 성과는

더욱 인내하기 어려운데(GoodwinandRoss1992),서비스 제공자가 최선

을 다하고 있다는 고객의 지각은 높은 수 의 고객만족 서비스품질 지각

그리고 효과 인 서비스회복과 계된다(Johnston 1995; Mohr and

Bitner1995).

서비스 달 차상의 실패는 회복에 가장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차 공정성인 문제의 처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고객일

수록 부정 감정을 나타낼 확률이 낮고, 정 감정을 느끼게 된다

(HegtvedtandKillian1999). 한,문제가 심각한 경우 차 공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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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에 정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차 공정성이 충성도의 주

요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lodgettetal1997).

이러한 서비스회복의 차 공정성은 시성,신속성, 근성,유연성,

차 통제,결과 통제,공정한 정책, 한 방법,효율성,몰입,실수,도

움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Clemmer1993;Blodgettetal1997;Taxetal

1998;Smithetal1999;Mattila2001;Maxham Ⅲ andNetemeyer2002;

ChebatandSlusarczyk2003;WirtzandMattila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척도 차 통제, 근성 등으로 측정하 으며,서

비스회복의 차 공정성을 서비스 실패의 해결 과정에서 그 처리 차

가 공정했다고 고객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2)상호 계 공정성(interactionaljustice)

상호 계 공정성은 서비스회복의 과정에서 고객을 우하는 방법과

련된 것으로(SparksandMcColl-Kennedy 2001),상호 계 처우에

을 두며 회복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직원의 사과,정 ,공감,도움 등

을 포함한다(WirtzandMattila2004).

차 공정성은 상호 계 공정성과 련성이 있으나 차이도 존재하

는데, 자는 반 인 구조 차에 을 두는 반면,후자는 상호 계

차에 을 두고 있다(GreenbergandMcCarty1990). 한, 차

공정성은 거시지향 인데 반해 상호 계 공정성은 미시지향

개념이다(Weun1997).

상호 계 공정성은 고객들이 지각하는 인간 인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으로,고객들이 문제 제기에 한 의사결정 차와 결과가 공정

하 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공정한 우를 받았다고 인지하는지에 해 설

명해 다(BiesandShapiro1987).

서비스 실패 발생 후 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공감과 반응을 보일 때 고

객은 가장 만족하게 된다(Hocuttetal1997). 한,상호 계 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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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만 고객의 재구매 의도와 부정 구 의도에 가장 큰 결정요인이며

(Blodgettetal1997),상호 계 공정성만이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연구도 있다(ChebatandSlusarczyk2003).

이처럼 상호 계 공정성은 불평 해결과 심리 공정성을 회복하기

한 수단의 역할을 하며(GoodwinandRoss1992),사과는 무례하거나 부

한 행동의 지각을 상쇄하는 수단이다.이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록

그들이 어떤 유형 보상을 제공할 수 없더라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회복의 상호 계 공정성은 정 ,존경, 심,경청,노력,진실,

설명,공감,사과,의사소통,친근,편견,민감 둥으로 측정하고 있다

(Clemmer1993;Blodgettetal1997;Taxetal1998;Smithetal1999;

Mattila2001;MaxhamⅢ andNetemeyer2002;ChebatandSlusarczyk

2003;Wong2003;WirtzandMattila2004).

3)분배 공정성(distributivejustice)

분배 공정성은 개인이 받은 결과물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Lee

2000)서비스회복의 실제 결과물에 을 두어 서비스 실패에 한 환

불,할인,쿠폰,무료 등의 보상(Sparksand MaColl-Kennedy

2001;Mattila2001;MaxhamⅢ andNetemeyer2002) 정정, 체 등이

포함된다(Fisheretal1999;Mueller등 2003;LewisandMcCann2004).

고객들은 서비스 달에 실패가 발생했을 때 유형 결과물을 받는 것

을 선호하며(GoodwinandRoss1990)서비스 실패로 야기된 불편에

해 여러 형태의 보상을 기 하나 보상의 구체 인 양은 상황에 따

라 상이하다(Bitner1990).

서비스회복의 성과 차원은 서비스 기업 는 제공자가 최 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불만족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형 인 것과 계

되기 때문에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불만족한 고객의 지각된 분배 공정성

은 서비스회복의 성과의 정도에 의해 설명된다(GoodwinandRos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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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dgettetal1995).

행복한 감정은 분배 공정성에 의해서만 향을 받으며(Weiss 등

1999)고객 만족과 구매의도에 한 향력은 분배 공정성이 가장 높고

(ClemmerandSchneider1996)회복 만족과 구 역시 분배 공정성이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고 있다(김은주 2002).

서비스회복의 분배 공정성은 결과물의 공정,공명,요구,가치,보상,

서비스의 비용과 양,수정,훌륭함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Clemmer1993;

Blodgettetal1997;Taxetal1998;Smithetal등 1999;Mattila2001;

Maxham Ⅲ andNetemeyer2002;ChebatandSlusarczyk2003;Wong

2003;WirtzandMattila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척도 공정성 요구로 측정하 으며,서비스회복의

분배 공정성을 제공된 보상이 기 한 것과 일치한다고 고객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3.서비스회복의 공정성 지각에 한 선행 연구

서비스 실패에 한 회복 공정성은 연구자에 따라 세 가지 회복 공정성

는 두 가지 회복 공정성으로 분류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GoodwinandRoss1992;Blodgettetal1995;Weissetal1999;Lee

2000;Weunetal2004).공정성 지각에 한 최근 연구들은 차 공정성

과 분배 공정성 사이의 근본 인 차이로 심을 돌렸고,상호작용 공정성

이 차 공정성의 하 요소라고 제안하 다(CropanzanoandGreenberg

1997).

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비스 실패에 한

고객의 반응은 차 공정성과 상호 계 공정성의 지각에 의해 향을

받는다(GoodwinandRoss1992).분배 공정성과 상호 계 공정성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 고객은 부정 구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재구매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Blodgettetal1995;Wong2003). 한,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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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낮아지고 불평 의도는 높아지게 된다(Hocuttetal1997).

서비스회복의 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은 감정 반응에도 차이를

보이는 데,자신의 결과물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부정 감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차 공정성인 문제의 처

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고객일수록 부정 감정이나 실망감올 나

타낼 확률이 낮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HegtvedtandKillian1999).한편,

행복은 분배 공정성에 의해서만 향을 받으며,죄책감․분노․자부심

은 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향을 받는다

(Weissetal1999).

회복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 모두 개별 으로 반 인 고객만족과 재

구매 의도에 향을 주고 있고,분배 공정성, 차 공정성,상호 계

공정성의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ClemmerandSchneider1996).

Blodgett등(1997)의 연구에서는 상호 계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이

재구매와 부정 구 의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한편 상호 계 공정

성은 구 의도에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차 공정성은 주

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배 공정성, 차 공정성,상호 계 공정성은 문제 해결

에 한 만족에 정 인 계를 나타낸다(Taxetal1998;Smithetal

1999).

서비스회복 공정성과 고객 충성도의 계에서 감정의 조 역할에 한

연구에서는 상호 계 공정성만이 충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며,세 회복 공정성 모두 정 ․부정 감정을 통해 충성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낮은 차 공정성이 정

감정에 미치는 향을 제외한 모든 공정성이 정 부정 감정에 향

을 미치고 있다(ChebatandSlusarczyk2003). 한,만족은 서비스회복

속성과 행동 반응(구매 의도,부정 구 )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WritzandMattila2004).

따라서 공정성 이론의 틀로 소비자 불만족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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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되게 검증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한 불평처리 결과물

에 해 공정성의 세차원인 분배 공정성, 차 공정성,상호작용 공정성

을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과 재구매, 정 인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다.즉 공정성 요소에 한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경험의

평가 결과는 이후 소비자의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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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객만족 결정요인에 한 이론 고찰

1.고객만족

고객만족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경험한 결과에 하여

고객이 주 으로 우호 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Westbrook1980).

개념 으로 만족이란 고객들이 구매과정을 통하여 상한 결과에 한 비

용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비교함으로서 얻어지는 구매결과라고 할 수

있다(ChurchillandSupernant1982;BoltonandDrew 1991).

고객만족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불일치 패러다임을 이용하 으며,

다양한 근방법도 있지만 가장 효과 이고 향력이 있는 모델은

Oliver(1980)의 불일치 패러다임이다.불일치 패러다임에 의하면 만족이란

불일치 경험의 크기 방향과 계가 있으며, 한 불일치는 개인의 사

기 와 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성과가 기 한 바와 같으면 일치하고,기 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

으로 불일치하며,기 를 넘어서면 정 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이다.결과

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 이후 고객의 기 를 충족시켜 다면 그

결과는 만족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기업에 한 고객의 반 만족은 해당 업체에서의 그간의 모

든 서비스 경험 혹은 을 기 로 하여 내려지는 서비스 기업에 한

고객의 체 ․감정 평가이다.고객만족은 서비스 과정에 한 참여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서비스업체에 한 충성도를 형성한

다. 반 고객만족에는 고객이 제공받은 보상이 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수 을 높게 평가할수록 고객의 계에 한 애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회복에 한 고객의 만족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첫 단계는 최 의 서비스 실패에 의한 부정 인 향,두 번째 단계는 서

비스 회복에 한 기 ,세 번째 단계는 서비스회복에 한 지각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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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단계를 거쳐 서비스회복에 한 기 와 지각이 일치하게 된다

(Andreassen2000).

McCollough(1995)는 고객의 회복 기 와 회복 성과가 회복 이후의 만

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는데,회복 기 보다는 오히려 회복 성과가

고객만족의 요한 결정변수임을 밝혔으며,Spreng등(1995)은 서비스회

복의 속성과 반 인 만족의 계를 검토한 결과,서비스회복 속성에

한 만족이 반 으로 고객만족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서비스회복에 한 고객만족에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왔는

데(OliverandSwan1989;GoodwinandRose1992;McColloughand

Berry1996;Smithetal1998;Tax등 1998;Maxham Ⅲ 2001;Weunet

al2004),일반 으로 서비스회복에 한 공정성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고

객만족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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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객만족 결정요인

1) 정 감정

통 인 소비자행동 연구들은 이성 이고 합리 인 소비자에 을

맞추어 소비자의 인지 인 행동을 규명하려 노력해 왔다(Hirshmanand

Holbrook1982).그러나 소비자는 지 인 동시에 감정 이라는 인식이 커

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이러한 감정의 역할은 실제로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그 향력

은 무척 크게 작용한다.

소비 련 감정(consumption-relateemotion)에 한 정의는 매우 다양

하며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기존 연

구들에서는 감정(emotion),정서(affect),느낌(feeling)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연구자들마다 각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한 기분(mood)은 감정,정서,느낌과는 다른 의미로서 쓰

이고 있다.

감정은 정서뿐만 아니라 느낌(feeling),기분(mood),감상(sentiment)과

도 구분되는데,일반 으로 느낌과 정서가 문화 특성과 련하여 고려

될 때 이를 감정이라고 한다(Thoits1989).

Bagozzi등(1999)은 ‘정서(affect)란 감정(emotion),기분(mood),태도

(attitude)등을 포함하는 특별한 정신 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 다.그

들에 의하면 정서란 어떤 사건이나 생각에 한 인지 인 평가에 의하여

발생된 정신 인 상태로써, 상학 인 음색을 지니고,때로는 물리 인

제스처나 특별한 자세,혹은 얼굴표정 등으로 표 된다.이러한 정서는 개

인 인 특성과 신념에 의하여 좌우된다(Lazarus1991;Oatley1992).

CohenandAreni(1991)는 정서를 어떠한 수 상태에 있는 느낌 상태

로 의식의 인지 역을 다루는 사고의 측면과 반 되는 것이며 느낌의

이라고 하 다.반면,느낌은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행복과 슬픔,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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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함과 싫어함,황홀감 같은 신경 호르몬계에 의한 심리학 이고 본능

인 감각들이다(Oliver1997).

기분은 어떤 특정 상이나 활동을 지향하지 않는 일시 이고 일반화된

감정 상태로(Tellis1998) 재의 활동에 한 자신의 향과 원인,느낌

상태에 한 자각 없이 일어나거나 유지된다(CloreandParrott1991).

정서를 연구하는 부분의 학자들은 ‘분노,두려움,놀라움’등과 같은

분리된 감정(discreteemotions)이 기분과 정서 특성( 정 /부정 )과는

다르다는데 동의하고 있다(Averill1980;ClarkandIsen1982;Forgas

2000;Frijda1993,1994;Lazarus1994;Rosenberg1998;Schwarzand

Clore1996).몇 몇 학자들은 정서 인 상의 지속성과,정서의 심리 /

물리 향의 범 에 있어 차이를 언 하고 있다(ClarkandIsen1982;

Rosenberg1998;SchwarzandClore1996).다른 정서 인 특성들과는

달리 기분이나 감정은 둘 다 일시 인 정서 경험들이다.하지만 이론

으로는 기분(mood)은 감정보다 좀 더 지속된다.기분은 몇 분에서 몇 시

간 혹은 며칠정도 지속되는데 비하여 감정(emotion)은 몇 에서 길어야

몇 분 정도 지속된다(Batsonetal1992;Ekman1994;Goldsmith1994;

Rosenberg1998;WatsonandClark1994).

감정과 기분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일반 으로 기분(mood)은 감

정(emotion)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써,감정보다 조 낮은 강

도를 갖는다. 한 감정은 보통 특정 상이 있어 의도 이지만,기분은

일반 으로 특정 상에 한 의도가 없고,포 이거나 이러한 상태를

확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Frijda1993). 한 감정이 보통 행동을 동반하

는 것에 비하여,기분은 직 인 행동경향이나 명백한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다.그리고 ‘태도’란 감정의 실증 인 (instance)로써,감정과 태도는

종종 같은 척도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를 들어,‘즐거운/즐겁지 않은’,

‘행복한/슬 ’,‘재미있는/지루한’등의 의미론 인 차이를 표 할 경우).

CohenandAreni(1991)에 의하면,태도는 감정 인 상태보다 좀 더 평가

인 단(‘좋다-나쁘다’의 반응)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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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감정은 ‘방향성을 갖는 느낌상태(valencedfeelingstates)’이고,기분

(mood)은 ‘특별한 느낌의 ’로 제한하고 있으며,태도란 ‘평가 단을

포함하는 느낌상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 으로 다른 학자들은 감

정과 평가 단을 포함하는 태도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다만,EaglyandChaiken(1993)은 FishbeinandAjzen(1975)의 연구에서

감정을 평가 그 자체와 동일구조로 여기고,감정과 태도의 용어를 교환하

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하지만 일반 으로 감정

과 태도,두 요인은 높은 상 계가 있다.다만,사용자에 따라 감정은

정서 차원을 의미하고 태도는 인지 ,혹은 평가 차원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BagozziandBurnkrant1979;BatraandAhtola1990).

한 감정은 환기상태이며 여러 형태의 정서와 정서의 인지 해석을

포함하는데 정서보다 더 인지 이라고 할 수 있다(Oliver1997).감정은

제품이나 상표에 한 평가와 같이 어떤 상에 한 소비자의 느낌과 정

서를 포 하는 것이다(WellsandPrenky1996).즉,유기체의 고유한 주

경험으로서 감정을 느낄 때는 신체에 생리 인 변화가 일어나며,느

낀 감정은 외부로 표 하게 된다(서문식,김상회,서용한 2001).

다른 한편으로 감정을 행동에 향을 미치는 강하고 상 으로 통제되

지 않는 느낌으로 정의하여 행동지향 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Hawkins,BestandRogers1998).

이처럼 감정과 정서의 계와 련해서도 정서를 감정보다 더 포 으

로 보는 견해와(CohenandAreni1991)반 로 감정이 정서보다 더 포

이라고 보는 견해가(HolbrookandBatra1987)있으며,이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CarlsonandHatfield1992).

따라서 감정 반응은 고객의 제품 구매시 수반되는 주 인 느낌으로

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Westbrook1987).

감정을 측정 하는 주요 척도로는 MehrabianandRussell(1974)의 PAD

(Pleasure-Arousal-Dominance),Izard(1977)의 DES(DifferentialEmotions

Scale),Plutchik(1980)의 8가지 기본감정,Watson,ClarkandTel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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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8)의 PANAS(Positive AffectNegative AffectSchedule),Richins

(l997)의 CES(ConsumptionEmotionSet)등이 있다.

PAD 척도는 감정을 유쾌-불쾌(pleasure-displeasure), 각성-비각성

(arousal-unarousal),통제-종속(dominance-submission)의 세 가지 차원으

로 측정하고 있다.

DES는 감정과 연 된 안면 근육의 반응에 을 두어 감정을 측정해

10개의 기 감정으로 제안한 것으로(Izard 1977), 심(interest),기쁨

(joy),놀라움(surprise),슬픔(distress),분노(anger), 오(disgust),무시

(contempt),두려움(fear),부끄러움(shames),죄책감(guilt)이 포함되어 있

다.그 후 1989년에는 DES에 이어 DES-II를 개발하 으며 소비감정 측

정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Richins1997).DES-II는 한 개의 감정당 3

개의 형용사를 두어 모두 30개의 형용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

한 DES가 제품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소비자들의 감정을 측정하는

척도로써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Westbrook 1987;Westbrook and Oliver1991;Allen,Machleitand

Kleine1992;Oliver1993).

인간은 8가지의 기본 감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두려움,분

노,기쁨,슬픔,수용,역겨움,기 ,놀라움은 기본 감정이고,복잡한 감

정은 기본 감정들이 혼합된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Plutchik1980).

한,이를 측정하기 한 수단으로 EPI(EmotionProfileIndex)를 개발하

으며,이는 64개의 감정 형용사의 짝을 선택하게 하여 척도로 변형시키

는 것이다.

한편,많은 연구에서 감정을 정 감정(positiveaffect)과 부정 감

정(negative affect)으로 분류하고 있다(Watson and TelIegen 1985;

Westbrook 1987;Watson etal1988;Oliver1993;Dolen,Lemmink,

MattssonandRhoen2001;ChebatandSlusarczyk2003).

Westbrook(1987)은 정 감정을 흥미,기쁨으로,부정 감정을 분노,

오,무시,슬픔,두려움,부끄러움,죄책감,놀라움으로 분류하여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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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계를 연구한 결과,부정 감정이 만족이나 인식보다도 구 과 불

평 행동에 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불평 행동은 부정 감정에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son둥(1988)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WatsonandTellegen1985;

Westbrook1987) 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PANAS를 제시하 다.Oliver(1993)는 부정 감정에

해 귀인의 원천에 따라 외부(분노, 오,무시),내부(부끄러움,죄책감),

상황(두려움,슬픔)의 하 차원을 제시하 고, 정 감정은 심과 기

쁨의 두 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척도들이 일상 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측정하기 해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데 비해 CES는 소비 경험과 련된 감정을 측

정하는 척도로 Richins(1997)에 의해 개발되었다.

정 감정은 만족에 정 향을 미치고,부정 감정은 만족에 부

정 향을 미치게 되는데(Dolen등 2001)고객들은 자신이 기 했던 것

보다 이하로 보상을 받게 되면,화를 내거나 공격 인 행동을 하고

(Skarlickiand Folger1997)부정 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Zeelenberg

andPieters2004).

그러나 기 와 일치하더라도 부정 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ZeelenbergandPieters2004),기 이상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당하거나 약간 많은 보상을 받은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Hegtvedt1990;Sprecher1992).

이처럼 자신의 결과물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부정 감정을 나타낼 가

능성이 낮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차 공정성인 문제의 처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고객일수록 부정 감정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확률

이 낮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HegtvedtandKillian1999).한편,행복은 분

배 공정성에 의해서만 향을 받으며,죄책감․분노․자부심은 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의 결합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Weisseta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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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회복 공정성과 고객 충성도의 계에서 감정은 낮은 차 공정

성이 정 감정(기쁨,기 )에 미치는 향을 제외한 모든 공정성이

정 감정에 정(+)의 향을 미치고,부정 감정(불안, 오)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다.그리고 분배 공정성,상호 계 공정성 순으로

정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세 회복 공정성 모

두 정 ․부정 감정을 통해 충성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

감정과 부정 감정 모두 충성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Chebatand

Slusarczyk2003).

소비자의 감정 반응은 기쁨/만족,즐거운 놀라움,무감정,불쾌한 놀

라움,분노의 다섯 그룹으로도 나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 경험이 제품

구매를 자극하여 불만족에 한 태도 ․행동 반응에 향을 주고 있다

(WestbrookandOliver1991).

불만족한 항공여행을 경험한 고객들의 분노 감정은 고객의 불평 행동과

재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Folkesetal1987),다른 연구들에

서도 감정이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Allenet

al1992;Smith,Haugtvedtand Petty 1994;Mooradian and Oliver,

1997).특히 MooradianandOliver(1997)의 연구에서는 감정이 만족과 불

평,추천,재구매 의도와 련됨이 증명되었다.

불만족에 한 감정 반응을 편안/ , /분노,놀라움/걱정,무감정

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한 MauteandDube(1999)의 연구에서도 문제 해결

인식,만족,이탈,불명,구 ,충성도는 이러한 감정 반응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책망과 분노 감정을 약화시킴으로써 이탈,부정 구 등의 행동가능

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후회는 환,둔화,구 을 상승시키나 불평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실망은 불만족과 같이 환,불평,구 에 향을 미

치나 둔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ZeelenbergandPieters2004).

Richins(l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화스러움,만족,희망,즐거움,흥분,

사랑스러움 놀라움으로 고객 만족과 수반되는 감정 요인을 측정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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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와 조형지(200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감정 반응이 호의 인 구 활

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서비스 가치

고객지향의 에서 고객의 가치를 악하는 것이 요해 지고 있으

며,경쟁 기업보다 우월한 고객가치를 악하고 달하는 것이 기업의 새

로운 경쟁우 의 원천이 되고 있다(Band1991;Naumann1995).고객가치

가 고객이 얻는 혜택과 고객이 지불한 희생의 비율이라고 볼 때(Monroe

1991),고객의 혜택을 증가시키고 고객의 희생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은

고객의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다.고객가치가 커지면 고객의 구매가 반복

되고 지속 인 계가 유지되면서 고객은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신

뢰가 구축되면 이것은 고객의 충성도로 이어지게 된다(Ravald and

Gronroos1996).

일반 으로 가치(value)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

하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의미한다.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개

인에 따라 느끼는 가치의 크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하나의 제품

에 해서도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개인 이고 특유하다.

가치는 낮은 가격,제품에서 원하는 것,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해 얻

고자 하는 품질이며 자신이 제공한 것에 해 받는 것으로 서비스 가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익과 그것을 얻기 해 투자한 비용에

한 고객평가 사이의 거래 계를 수반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Zeithaml1988;RustandOliver1994).

즉,지각된 심리 희생뿐 아니라 비용 회생과 지각된 품질과 교환이

라고 할 수 있다(Dodds,MonroeandGrewal1991).한편,가치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Sheth,NewmanandGross

1991).(1)제품의 품질,기능,가격,서비스 둥과 같은 실용성 는 물리

기능과 련된 기능 가치 (2)제품을 소비하는 사회계층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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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회 가치 (3)제품의 소비에 의해 정 는 부정 감정 등의

유발과 련된 정서 가치 (4)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련된 상황

가치 (5)제품 소비를 자극하는 새로움,호기심 등과 련된 진귀한 가치

들로 이상의 다섯 가지의 가치가 시장 선택의 가장 커다란 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가치에 한 연구는 서비스 품질,고객 만족,구매의도와

련하여 각 련 개념들 간의 인과 계 련성올 규명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Zeithaml1988;BoltonandDrew 1991;Doddsetal1991;

Kerin,JainandHoward1992),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토 로 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모델에 서비스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구매의도에

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가치

한 높아지고 있다(Croninetal1997).

호텔 각 부서별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한 고객의 서비스 품질,서비

스 가치의 지각과 구 의도에 한 연구에서도 투자한 시간,노력,비용에

한 가치와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체 가치로 측정된 서비스

가치가 구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rtlineandJones

1996).Oh(l999)의 연구 한 호텔업 서비스의 가치 지각이 높을수록 만

족,구매의도,구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고객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의 지각이 충성도

에 정 인 향을 마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는데(Cronin등 2000;Brady,

RobertsonandCronin2001;Choi,Cho,Lee,LeeandKim 2002),서비스

가치를 Dodds등(1991)의 연구를 용해 비용에 비해 가치 있는 서비스,

좋은 구매,가격의 경제성,서비스 가치의 4가지로 측정한 Chiou(2003)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가치가 만족 충성도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유재(2001)는 가치를 일반 의미에서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 하는 이익이나 혜택으로 악하고 있다.이것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가격보다 더 요하게 작용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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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와 서비스 품질에 한 인식

(perceptionofservicequality) 한 그것을 해 들인 희생(sacrifice)들

사이의 계 악에 있어 핵심 구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가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것과 그것을 해 제공하는 것

사이의 상 상쇄효과로 악되며,소비자는 가격보다 상 의 개념인

가치에 근거하여 구매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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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서비스 충성도에 한 이론 고찰

1.서비스 충성도

서비스 충성(ServiceLoyalty)는 고객의 재구매 행동,시장 유율, 랜

드자산에 한 최종 인 향변수로서 서비스 마 에서 가장 요한 개

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Caruana2002).그러나,최근까지도 서비스품질

는 고객만족과 같은 개념에 비해 연구가 매우 은 편이다.

충성도(loyalty)라는 개념의 기원은 매우 오래 되었다.그리고 충성도는

세월이 가면서 진화해온 개념이다.마 에서 충성도에 한 연구 기

에는 유형의 제품(tangible product) 에서 ‘랜드 충성도(brand

loyalty)’라는 개념에 을 두었다(Cunningham 1956; Day 1969;

Kosteki1994;Tucker1964).그러던 Cunningham(1961)은 ‘포 충성

도(storeloyalty)’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충성도의 개념을 랜드에서

포로 확장하 다.시간이 가면서 충성도 개념은 ‘벤더에 한 충성도

(vendorloyalty)’와 같은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것

으로 계속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Oliver(1997)의 지 처럼 ‘서비스의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ofservices)’를 연구한 문헌은 거의 없었다.Oliver(1997)의 견해를

빌리면,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충성도라는 더 큰 개념 안에 소속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재,안정기(2001)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충성도는 ‘상표 애호도’,‘

포 애호도’등과 같은 고객 애호도 한 개념이다”라고 보았다.결국 충

성도는 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져 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를 들어,국가에 한 충성도는 ‘애국심(patriotism)’으로,

시에 한 시민의 충성도는 ‘시민충성도(citizenloyalty)’로 불리워진다.기

업차원에서 충성도가 사용되는 는 흔히 애사심이라고 부르는 ‘종업원들

의 충성도(employeeloyalty)’가 있고,고객이 어떤 기업, 랜드,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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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등에 해 가지는 ‘고객충성도(customerloyalty)’가 있다.그리

고 고객충성도라는 범 안에 그 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랜드를 상

으로 한 충성도면 ‘랜드 충성도(brandloyalty)’,서비스 제공자를 상

으로 하면 ‘서비스 충성도’, 포를 상으로 하는 충성도인 경우에는 ‘

포 충성도(storeloyalty)’,그리고 납품업체를 상으로 하면 ‘벤더 충성도

(vendorloyalty)’등으로 명명되고 있다(Caruana2002).

충성도가 서비스를 상으로 확장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Czepieland

Gilmore(1987)와 GremlerandBrown(1996)이 충성도 개념을 무형 제품으

로 확장하 다.그들의 서비스 충성도에 한 정의에는 충성도의 세 가지

구체 인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즉,구매(purchase),태도(attitude),

인지(cognition)의 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서비

스 충성도는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aserviceprovider)에게 반복구매

행동을 보이는 수 이며, 그 제공자에게 정 인 태도 경향

(disposition)을 보유하고,해당 서비스에 한 니즈가 생겼을 때 오직 그

서비스 제공자만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 에서,이문규(1999)는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과거의 경

험과 미래에 한 기 에 기 하여 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 번에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 다.이유재,안정기(2001)는 Dick

andBasu(1994)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한 상 태도가 높고

동일 카테고리 내 경쟁 안에 비해 반복구매 비율이 높은 정도”로 보

고 있다.기존 연구들의 서비스 충성도에 한 개념 정의를 <표 2-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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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서비스 충성도의 개념

연구자 서비스 충성도 개념

Czepieland

Gilmore(1987)

서비스 충성도는 과거경험에 바탕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와 교환 계를 지속시키는 고객의 특정한

태도

Gremlerand

Brown(1996)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한 서비스 제공자(a

serviceprovider)에게 반복구매 행동을 보이는 수

이며,그 제공자에게 정 인 태도 경향

(disposition)을 보유하고,해당 서비스에 한 니

즈가 생겼을 때 오직 이 서비스 제공자만을 이용

할 것을 고려하는 것

이문규(1999)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한 기 에 기 하여 재의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 번에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이유재,안정기(2001)

서비스 제공자에 한 상 태도가 높고 동일

카테고리 내 경쟁 안에 비해 반복구매 비율

이 높은 정도

<표 2-3>에서 보듯이,서비스 충성도의 개념정의에서 공통 으로 발견

되는 충성도의 상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provider)’라는 것이다.그

다면,서비스 제공자가 무엇 는 구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서비스 제공자에 한 충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서비스가

고객서비스(customerservice)차원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은 확실하다. 를 들어,스타벅스를 애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스타벅

스’라는 기업이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00병원을 애용

하는 고객이라면 ‘00병원’이 서비스 제공자이다.그런데, 를 들어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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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특정 지 을 더 좋아해서 더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그때는

포 충성도라는 개념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에게 충성도를 보이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어떤 헤어 디자

이 가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고용된 미용실에 단골고객이었다 할지라

도 나 에 그 헤어 디자이 가 다른 미용실로 옮겨가면 고객도 그 사람을

따라 단골 미용실을 바꾸는 행동이 그 이다.이러한 경우는 서비스 제

공자를 미용실로 볼 것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 개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이러한 경우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문직 서비스

(professionalservice)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이다.이 게 서비스 제

공자에는 기업 는 제공자 개인이 있을 수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서비

스 제공자를 포나 어떤 종업원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servicecompany)으로 본다.

충성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 으로 충성도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크게 행동론 (behavioral) 근방법과 태도

론 (attitudinal) 근방법의 두 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Aaker1991;

Assael1998;Day1969;JacobyandChestnut1978;JacobyandKyner

1973;Oliver1999;Tucker1964).

1)행동 충성도에 한 연구

충성도에 한 기 연구들은 부분 패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개

별 랜드를 상으로 연구하 다.따라서 기 연구는 개 행동론

에서 진행되었다.Brown(1952,1953)은 과거 구매의 연속성을 찰하고

측정하 다.KuehnandDay(1964)는 충성도를 제품에 한 과거 구매역

사의 함수로 정의하고,최 로 확률론 근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충

성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한 Lipstein(1959)은 충성도를 “동일 제품에

한 구매 확률의 함수 혹은 특정 랜드에 한 평균 시간의 함수”로 정

의하 다. 특히,행동론 근법은 Tucker(1964)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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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는 고객의 추신경계에서 무슨 작

용이 일어나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단지 그의 행동이 랜드 충성도

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완벽한 진술”이라고 주장하 다.

NewmanandWerbel(1973)은 충성도를 “한 랜드만을 재구매하며 그

랜드만을 고려집합(considerationset)에 넣고 다른 랜드에 한 정보

탐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JacobyandChestnut(1978)은 기의 충성도에 한 정의 53개를 종합,

요약하여 개념 인 정의를 내렸다.이에 따르면 충성도는 일정시간에 걸

쳐 여러 안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

고 있다.

Jeuland(1979)는 충성도를 “특정 랜드에 한 장기 선택 확률 혹은

체 제품 카테고리에서 특정 랜드의 구매 비율”로 정의하고,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을 ‘성(inertia)’이라고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동론 근법에 의해 충성도를 측정할 경우,특정 포에

해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반복 으로 구매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며,

충성도 척도는 재구매 확률,특정 랜드에 한 장기 선택확률

(Carpenterand Lehmann 1985;Colomboetal1989;Dekimpeetal

1997;Jeuland1979), 는 상표 환행동(Raju등 1990)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충성도에 한 기 연구는 부분 소비자 구매행

동의 결과에만 을 맞추고 있다.그 결과 행동론 근법만으로 충성

도를 측정하는데 한 한계 들이 지 되기 시작했다.즉,행동론 근

법은 개념 인 기반이 취약하며,동태 특성을 띠는 소비자 의사결정상

황이나 과정을 정태 결과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Jacoby1971;JacobyandChestnut1978).

한 충성도를 과거 행동으로 측정한 개념으로는 충성도의 결정요인과

결과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Jacoby and

Chestnut1978;DickandBasu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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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성도가 어떻게 형성되며 왜 변화하는지에 한 설명이 부족하

다. 한 반복구매가 항상 랜드를 향한 심리 인 념의 결과가 아니라

는 것이다(Tepeci1999).실제로 애착이 있어서 충성도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함이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반복 으로 구매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측하는 데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DickandBasu1994). 를 들어,여행객들은 가장 편리한

치에 있기 때문에 호텔에 머무를지도 모른다.새로운 호텔이 길거리를

가로질러서 세워졌을 때 새로운 호텔이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여행

객들은 새로운 호텔로 옮긴다.따라서 반복구매가 항상 념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2)태도 충성도에 한 연구

행동론 근법만으로 충성도를 측정하는데 한 한계 을 극복하고자

심리학 개념에 입각하는 태도론 근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기 시작하 다(Oliver1997).

태도론 근법에 따르면 랜드에 한 몰입은 태도 애착

(attitudinalattachment) 는 태도 충성도(attitudinalloyalty)로 볼 수

있다(ChaudhuriandHolbrook2001;Keller2002).

한,태도 충성도는 특정 랜드에 한 반복구매와 같은 행동 충

성도(behavioralloyalty)로 연결된다(Fournier1998).즉,고객기반의 랜

드 자산(customer-basedbrandequity) 에서 볼 때,강력한 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해서는 시장 유율이 아니라 먼 고객의 마음 유율

(mindshare)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Aaker1997;

Keller2002).

태도론 근법에서는 충성도를 특정 상표의 독특한(unique)가치에

한 몰입으로 정의하며(ChaudhuriandHolbrook2001),여기에는 인지

(cognitive),감정 (affective),의도 (conative)요소가 포함된다(O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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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이유재,안정기 2001).즉,태도 충성도는 제품 는 랜드의 정

보에 기 하는 인지 요소,특정 랜드에 한 애착과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 요소,그리고 미래에도 해당 랜드를 계속 사용할 의지를 나타내

는 의도 요소로 구성된다.여기에서 감정 요소는 인지 요소보다 강

하고,의도 요소는 감정 요소보다 더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상을 종합하여,이유재,안정기(2001)의 연구에서는 태도 충성도의

척도로 구 의도(Boulding 등 1993),우월한 경쟁 안에 한 항

(Narayandas1996),재구매 의도(Anderson andSullivan 1993;Cronin

andTaylor1992), 리미엄 가격 지불의사(Narayandas1996;Zeithaml

etal1996)등이 사용된다고 하 다.

그러나 태도론 에서만 충성도를 악하려고 한다면 심리 형성

과정은 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특정 랜드에 한 호의 인 태도

가 미래에 고객충성도를 나타내는 실제행동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

하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성도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행동론 근방법

과 태도론 근방법을 종합하여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합한

방법일 것이다.즉 심리학 개념으로써 호의 인 태도와 행동론 개념

으로써 반복구매정도에 의해 충성도를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Dickand

Basu1994;Oliver1997;Zeithaml2000).DickandBasu(1994)는 호의

태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특정 랜드에 한 상 태도,행동론 충

성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반복구매 수 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충성도를 측정하 으며,이런 방법이 충성도의 개념을 보다 포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한 근방법이라고 주장하 다.즉 충성

도의 지표로써 반복구매행동 는 호의 인 태도만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소비자 입장에서 호의 인 태도와 반복구매행동이 함

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Day(1969)는 소비자 마음속에 강하게 형성된 태도에 의해 유발된

구매행동이 아닌 상황에 따라 발생된 구매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충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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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허 충성도(spuriousloyalty)라고 하 다.즉,진짜(true)충성도와

허 (spurious)충성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행동에만 근거

하여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비평하고,태도와 행동의 척도를 동시에 고

려하여 충성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Gremler(1995)는 충성도의 의미 있는 측정을 해서는 태도와 행동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PrusandBrandt(1995)는 충

성도가 태도와 행동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면서,태도는 재구매의도,경쟁업

체로의 환거부 등의 개념을 포함하 으며,행 는 재구매, 재의 제품

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많이 재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다

는 개념을 포함하 다.ChaudhuriandHolbrook(2001)도 충성도를 행동

충성도와 태도 충성도로 구분하 으며,행동 (purchase)충성도는 제

품에 한 계속 인 구매를 의미하며,태도 (attitudinal)충성도는 제품

의 독특한 가치에 한 몰입 성향의 정도라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충성도의 요성은 30년 이상 동

안 연구되어 왔다(Howard and Sheth 1969;이유재,안정기 2001).

Aaker(1991)는 충성도를 통해 마 비용감소,신규고객 증 등 마

상의 다양한 이 을 얻을 수 있다고 언 하 다.DickandBasu(1994)는

충성도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언 하고 있다.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호의 인 구 을 하고,경쟁사의 마 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상에서 볼 때,충성도의 리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

다.특히,기존 충성도 련 연구들의 부분이 행동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태도 측면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태도 측면과 행동 측면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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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가설의 설정

제 1 서비스회복 공정성과 정 감정의 계

통 인 소비자행동 연구들은 이성 이고 합리 인 소비자에 을

맞추어 소비자의 인지 인 행동을 규명하려 노력해 왔다(Hirshmanand

Holbrook1982).그러나 소비자는 지 인 동시에 감정 이라는 인식이 커

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기 했던 것보다 이하로 보상받게 되면 화를 내거나

공격 으로 행동하고(SkarlickiandFolger1997),부정 인 감정을 가지

게 된다(ZeelenbergandPieters2004).

그러나 기 와 일치하더라도 부정 감정을 가질 수 있고(Zeelenberg

andPieters2004),기 이상을 받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당하

거나 약간 많은 보상을 받은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Hegtvedt

1990;Sprecher1992).

이처럼 자신의 결과물이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부정 감정을 나타낼 가

능성이 낮고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차 공정성인 문제의 처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고객일수록 부정 감정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확률

이 낮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HegtvedtandKillian1999).행복은 분배

공정성에 의해서만 향을 받으며,죄책감․분노․자부심은 차 공정

성과 분배 공정성의 결합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

다(Weiss등 1999).

한편,서비스회복 공정성과 고객 충성도의 계에서 감정은 낮은 차

공정성이 정 감정에 미치는 향을 제외한 모든 공정성이 정

감정에 정(+)의 향,부정 감정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분배 공정성,상호 계 공정성 순으로 정 감정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batandSlusarczy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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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회복의 공정성 지각에 한 연구에서는 공정성의 개념을 주로 세

가지의 하 요소 즉,분배 공정성, 차 공정성,상호 계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Clemmer1993;Clemmerand Schneider1996;

Blodgettetal1997;Taxetal1998;Smithetal1999;Mattila2001;

Maxham Ⅲ andNetemeyer2002;ChebatandSlusarczyk2003;Wirtz

andMattila2004).

연구자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회복 공정성을 두 가지 공정성 즉, 차

공정성과 상호 계 공정성(GoodwinandRoss1992),상호 계 공

정성과 분배 공정성(Blodgettetal1995;Hocuttetal1997;Wong

2003;Weunetal2004) 는 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Weisset

al1999;Lee2000)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본 연구에서는 Weiss등

(1999),Lee(2000),김 화(2004)등의 연구와 같이 서비스회복 공정성을

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의 두 차원에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서비스회복 공정성 지각이 고객의 정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서비스회복 공정성은 고객의 정 감정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서비스회복 차 공정성은 고객의 정 감정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서비스회복 분배 공정성은 고객의 정 감정 반응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서비스회복 공정성과 서비스 가치의 계

서비스 가치는 고객이 희생한 모든 것(비용 시간 노력 등) 신에 받게

되는 편익으로(Zeithaml1988)서비스 가치에 한 연구는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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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구매의도와 련하여 각 련개념들간의 인과 계 련성

을 규명하는데 을 두었다(Zeithaml1988;Bolton and Drew 1991;

Doddsetal1991;Kerinetal1992).

특히 서비스 가치는 서비스 구매를 한 고객의 희생과 그 희생에 한

고객의 지각된 평가 등에 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서비스회

복에 따른 서비스 가치의 향에 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서비스회복이 서비스 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박상규와 원구

(2001)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인터넷 웹 사이트의 서비스회복과

성과에서 서비스회복 공정성이 서비스 가치에 높은 정 향을 미치

며,서비스 가치 한 고객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회복 공정성이 서비스 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서비스회복 공정성은 고객의 서비스 가치 지각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서비스회복 차 공정성은 고객의 서비스 가치 지각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서비스회복 분배 공정성은 고객의 서비스 가치 지각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정 감정과 고객만족의 계

1980년 이 까지는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인지 (cognitive)측면에서 근하고 해석하려 하 다.태도와

련된 기연구들은 인지 구조(cognitivestructure:Fishbein1963;L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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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wasy1977)와 인지 반응(cognitiveresponses:Greenwald1968;

Wright1973)과 같은 인지 요인들에 의해 태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1980년 이후 고태도나 감정 반응(emotionalresponses)과

같은 감정 요인들에 의해서도 태도가 결정된다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

되었다(BurkeandEdell1989;EdellandBurke1987;MitchellandOlson

1981).만족과 련된 연구들도 기에는 만족이 인지 요인이나 인지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Oliver1980),1980년 이후 감정 반

응에 의해 만족이 결정된다는 견해(Westbrook 1987;Westbrook and

Oliver1991),인지 요인과 감정 요인의 결합에 의해 만족이 결정된다

는 연구(Oliver1997)가 보고되고 있다.이와 같이 만족,태도,행동의도,

행동 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에는 인지 요인이 강조되

어 왔으나 차 감정 요인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감정 요인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이유재(2000)는 고객만족의 선행

요인으로 소비 련 감정의 연구를 제언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정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즉 “소비 련 감정과 련된 변수들인 고객만

족”과 “소비 련 감정 반응”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감정 반응의 차원이 정과 부정,2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되며 이러한

차원에 따라서 고객만족에 주는 향력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감정

반응의 차원 정 반응의 경우,고객만족에 주는 정 향력

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고객의 정 감정 반응은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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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서비스 가치와 고객만족의 계

가치(value)에 한 정의는 범 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Croninetal1997).HirschmanandHolbrook(1982)는 고객들이 지각하

는 소비경험은 문제해결이나 욕구만족과 같은 이성 소비가치와 즐거움

이나 미 특성과 같은 경험 소비가치를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 다.

이후 Holbrook(1994)는 소비가치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고객가치는 가치

창출이나 소비경험을 유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

환활동에서 형성된다고 하 다.

이러한 가치와 련하여,종업원 만족과 련된 연구에서 가치가 만족

에 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어져 왔다(LeeandMichell

1994;GeorgeandJones1996).이들 연구들은 종업원이 직무에서 높은

가치를 달성하면,직무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명백한 연구결과

를 보여 것이라 할 수 있다.

LeeandUlgado(1997)는 소비자들이 실제 쇼핑상황에서 편익 비 비

용으로 표 되는 서비스 가치를 단한 후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고 이

는 구매의도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호텔 서비스

를 상으로 한 이학식과 김 (1999)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가치(service

value)는 고객만족의 매개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직 으로도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이는 획득한 서비스 품질과 비용간의 상쇄 계 개념을 포함

하는 서비스 가치는 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만족의 매개

역할 없이도 바로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높은 가

치를 제공받은 고객은 낮은 가치를 제공받은 고객보다 더욱 만족할 것으

로 기 된다.이러한 배경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47-

가설 4:서비스 가치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증가할 것이다.

제 5 고객만족과 서비스 충성도의 계

최근 고객만족의 궁극 인 목 은 충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

하고 있다(SivadasandBaker-Prewitt2000).Fornell(1992)은 높은 고객

만족도는 기업에 한 충성도를 제고시키고,가격민감도를 감소시키며,기

존 고객의 이탈방지 기업 명성의 향상 등의 이 을 가져다 다고 주장

하 다.고객이 포 내부 인 환경과 상품,그리고 서비스에 만족하게 되

면 다시 그 포를 방문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

어지면 고객만족의 결과로 충성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충성도는 고객들이 재 거래하는 기업에 한 지속 , 증

거래,그리고 타인에 한 추천에 한 그들의 행 의도로 측정되며,

이러한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유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Zeithaml등

1996).만족한 고객들은 불만족한 고객들 보다 비교 높은 수 의 서비

스 이용 경향이 있다(BoltonandLemon1999). 한 만족한 고객들은 보

다 강한 재구매의도를 가지며,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 서

비스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제시한다(Zeithamletal1996).

Aaker(1991)는 충성도의 요한 측정으로서 만족 는 불만족을 확인하

여 왔으며,만족은 여러 방면의 서비스 공 자에 한 충성도의 선행요인

으로서 자주 간주되어 왔다(DickandBasu 1994;Cronin andTaylor

1992;Ruyter등 1997). 한 소매문헌에서도 포만족이 포충성도에 정

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Bitner1990;BloemerandRuyter

1998).

한편,고객만족이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몇몇 실증연구들이

있다. 들 들어,Grant(1998)는 고객만족과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정

의 계가 있음을 실증 으로 규명하 고,Fornell등(1996) 한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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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충성도의 정의 계를 실증 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DickandBasu(1994)는 고객만족이 충성도를 일으키기 한 매

제로서의 역할을 하며,결과 으로 충성도가 고객만족의 결과임을 제시한

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고객만족이 충성도의 선행요인임을 밝 왔

다.따라서 이용고객들의 만족이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을 가정할 수 있으며,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고객만족은 서비스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기 로 다음 연구모형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연구모형

H2-1

분배

공정성

서비스회복

고객만족

H1-1

차

공정성
H2-2

H3

서비스

가치
H4

서비스

충성도

H5

H1-2

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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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 분석

제 1 변수의 조작 설문의 구성

1.변수의 조작 정의

가설을 검증하기 한 분석에 앞서,각각의 측정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와 구체 인 측정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조작 정의에 기 로 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측

정하기에 합한 문항들을 이용하 다.변수들의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

에서 개발된 설문을 참고로 하여,기존의 연구들에서 개발되지 않은 항목

들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기 로 하여 개발하 다.

1)서비스 공정성 지각

서비스 회복의 차 공정성은 서비스 실패의 해결 과정에서 그 처리

차가 공정했다고 고객이 지각하는 정도로 Blodgett등(1997)과 Tax등

(1998),Smith등(1999)이 사용한 척도 즉각 반응,신속한 악, 합

한 방법으로 처리,체계 해결 등의 4개 항목에 해 그 지 않다

(1 )∼매우 그 다(7 )의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서비스 회복의 분배 공정성은 서비스 실패에 해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이 기 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고객이 인지하는 정도로 Blodgett등

(1997)과 Tax등(1998),Smith등(1999)이 사용한 척도 한 보상,

충분한 경제 보상,원하는 것을 얻음 등의 3개 항목에 해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의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정 감정 반웅



-50-

정 감정은 서비스 제공 시 수반되는 주 인 느낌의 좋아하는 감

정으로 Dolen등(2001),이학식과 임지훈(2002)등이 제시한 정 소비

감정 척도 기분 좋음,만족 등의 2개 항목에 해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의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서비스 가치

서비스 가치는 고객이 지불한 시간,노력,비용에 비하여 받은 편익으

로 HartlimeandJones(1996)등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했다.즉,투자한

비용,노력에 한 가치와 체 서비스 가치의 3개 항목에 해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의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고객만족

고객만족은 서비스 실패 이후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회복을

고객이 호의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Maxham Ⅲ(1998),Smith등(1999),

Weun등(2004)이 사용한 측정항목 불만족 해결에 한 만족,문제해

결의 기 충족도, 반 인 만족도 등의 3개 항목에 해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의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서비스충성도

충성도는 태도 ,행 ,통합 측면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본 연구

에서는 통합 근방법으로 설정하 다.

서비스에 한 태도 서비스 충성도는 “어떤 서비스 랜드 는 서비

스기업에 한 감정 몰입,경쟁 안에 한 심리 항 추천의도”

로 정의하고 Chaudhuriand Holbrook(2001)과 Fournier(1998),그리고

Keller(2001)를 근거로 측정변수를 개발하 다.감정 몰입으로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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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 애착’의 2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경쟁 안에 한 심리

항은 ‘다른 랜드보다 상 으로 더 호의 인 태도(DickandBasu

1994)’로 측정하 다.

행동 서비스 충성도는 “구매에 한 행동 몰입”으로 정의하고 ‘재

구매’와 ‘상 구매빈도’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측정하 다.행동을 직

찰,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의도(CarpenterandLehmann 1985;

Colomboetal1989;Dekimpeetal1997)로 질문하 다.‘재구매’에 한

측정변수는 ‘지속 재방문 의도’로 질문하 다.그리고,상 구매빈도

는 ‘동일 카테고리 내 상 인 반복구매 빈도’로 측정하 다(Chaudhuri

andHolbrook2001;Fournier1998;Keller2001;Yooetal2000).

2.설문의 구성

본 연구를 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 문헌을 토 로 하여 설문의 내용타

당성을 보완하기 해서 사 조사의 차를 통하여 작성하 다.설문지의

각 문항은 먼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설문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측정항

목들을 추출하 다.

그리고 보완 방법으로 문가와의 면 을 통하여 보완하 으며,가설

검정을 해 필요한 변수는 7 척도로 측정하 다.그리고 설문 응답자

의 인구통계 특성을 측정하기 한 문항을 추가하 다.

지 까지 설명한 각 변수의 척도 내용에 한 요약은 <표 4-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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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설문지 구성과 설문 측정 항목

구성개념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서비스 충성도 16∼20 5

Chaudhuriand

Holbrook

(2001)

Fournier(1998)

Keller(2001)

Carpenterand

Lehmann(1985)

Colombo등(1989)

Dekimpe등(1997)

고객만족 13∼15 3

Maxham Ⅲ(1998),

Smith등(1999),Weun

등(2004)

정 감정 8∼9 2
Dolen등(2001),

이학식과 임지훈(2002)

서비스 가치 10∼12 3
Hartlimeand

Jones(1996)

차 공정성 1∼4 4

Blodgett등(1997),Tax

등(1998),Smith

등(1999)

분배 공정성 5∼7 3

Blodgett등(1997),Tax

등(1998),Smith

등(1999)

인구통계 이용행태

(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21∼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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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 수집과 표본의 구성

1.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외식업체인 패 리 스토랑에 불평

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설문

조사를 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작

성하 다.특히 패 리 스토랑의 주요 고객이 은층임을 감안하여 설

문지는 학생 학원생들 주로 배포하여 고객의 표성을 확보하고

자 하 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이 응답이 부실하고 결측치가 많

은 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144개의 설문지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2.표본의 구성

표본의 일반 인 성격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표본

144명의 성비는 남성 33.6%,여성 66.4%로 구성되었다.연령별로는 20

가 84.3%로 부분을 차지하고,10 가 8.8%를 나타냈다.직업은 학생이

9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패 리 스토랑 이용행태에 한 몇 가지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월평균이용횟수는 4～6회 이용한 경험이 4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객의 불만족 사건은 느린 서비스(34.9%),바쁜 시간 의 소흘

함(23.6%),서비스 직원의 불친 (14.8%),주문과 다른 음식의 제공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3.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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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림 3-1>에서 제시되었던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해 기 자

료 분석은 SPSS15.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체 구조 모형은 Lisrel8.72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은 종래의 상 분

석,회귀분석,경로분석이 가지는 가정을 버리고 보다 실 인 상황에서

변수들간의 인과 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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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측정항목의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들이 해당하는 추상 이론 변수들을

히 측정하도록 하기 해 가설검증에 앞서 여러 항목들로 측정된 변수들

을 재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내 인 일 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확보를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 고,이어서

신뢰성 분석(reliabilitytest)을 실시하 다(Churchill1979).본 연구에 사

용된 측정항목들은 부분 련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으며,항목의

내용 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내용타당성은(contentvalidity)은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1.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Blodgett등(1997),Tax등(1998),Smith등(1999)의 연

구에 근거하여 서비스 공정성 지각을 분배 공정성, 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 다.그리고 서비스 충성도와 고객만족과 련된 기존

의 문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선행변수로 정 감정 반응과 서비

스 가치가 도출되었다.따라서 측정항목들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을 때,6가지 차원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PrincipalComponentAnalysis를 사용하 고,요인의

수는 이론 근거에 따라 6개로 지정하 으며,회 방식은 간명하고 요인

간 명확한 해석을 추구하기 해 지각회 방식인 VarimaxRotation방

법을 사용하 다.분석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2>와 같다.

요인 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어 주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 재량이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요인 재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의한 변수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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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 은 없으며 일반 으로 요인 재량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가 넘으면 아주 요한 변수로 본다.

분석결과,모형화한 것처럼 서비스품질 요인은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이 확인되었다.6가지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은 82.416%로 나타났다.

<표 4-2>서비스 공정성 서비스 충성도 향요인에 한 요인분석

측정 변수
요 인

1 2 3 4 5 6

서비스 충성도2 0.878 - - - - -

서비스 충성도3 0.860 - - - - -

서비스 충성도1 0.858 - - - - -

서비스 충성도5 0.795 - - - - -

서비스 충성도4 0.794 - - - - -

차 공정성4 - 0.862 - - - -

차 공정성3 - 0.841 - - - -

차 공정성2 - 0.808 - - - -

차 공정성1 - 0.777 - - - -

분배 공정성3 - - 0.830 - - -

분배 공정성1 - - 0.820 - - -

분배 공정성2 - - 0.792 - - -

고객만족2 - - - 0.802 - -

고객만족3 - - - 0.787 - -

고객만족1 - - - 0.762 - -

서비스 가치2 - - - - 0.827 -

서비스 가치1 - - - - 0.777 -

서비스 가치3 - - - - 0.769 -

정 감정2 - - - - - 0.908

정 감정1 - - - - - 0.867

고유치(EigenValue) 4.029 3.182 2.575 2.422 2.418 1.858

설명분산(%) 20.143 15.909 12.877 12.109 12.089 9.289

분산(%) 20.143 36.053 48.930 61.039 73.128 82.416

2.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측정변수들을 가지고,이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이론변수를 얼마나 하게 반 하는가를 평가하기 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다(CarminesandZeller1979;Churchill1979).

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로 측정하 다.Cronbach-α는 측정항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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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 성을 가지는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다른 평가계

수들보다 보수 인 값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검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CarminesandZeller1979).Cronbach-α 값은 <표 4-3>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론변수들은 Cronbach-α 계수값이 모두 0.8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 신뢰할 만한 수 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1967).

<표 4-3>각 측정변수들에 한 신뢰성 검증

구 분

변 수
항 목 수 Cronbach'sα

서비스 충성도 5 0.927

고객만족 3 0.890

정 감정 2 0.904

서비스 가치 3 0.913

차 공정성 4 0.895

분배 공정성 3 0.912

3.CFA를 통한 타당성 분석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FactorAnalysis)은 측정항목간

의 별타당성과 집 타당성을 통계 으로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

다(AndersonandGerbing1988).앞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차원이 히 분리되는지와 측정항목들이 히 묶이는지

를 분석하고,자료의 정보를 손실하지 않으면서 모형검증에 투입될 측정

변수들의 개수를 이기 해 일종의 탐험 요인분석의 의미로 사용하

다.

공분산행렬(covariancematrix)를 이용하여 CFA를 실시함으로써 실증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들에 의한 측정모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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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χ2값과 GFI지수는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본 연구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

으로 더욱 안정 인 지표로 알려진 CFI,NNFI( 는 TLI)지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BagozziandYi1988;Bearden,Sharmaand

Teel1982).

이러한 이론 근거 에서 외생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와 내생

변수군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표 4-4>와 같이 나타나

반 으로 만족스러운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CFA분석 결과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각각의 연구단 에 한

요인 재량이 매우 유의 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Sujan,

WeitzandKumar1994).

추가 으로 FornellandLarcker(198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각 구성

개념에 해 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하

여 개념신뢰도(construct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 다.계산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일반 인 추천기

치(개념신뢰도 0.70;평균분산추출값 0.50)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은 체 으로 해당 연구단 에 한 표성을 갖으며

(Hair,Anderson,Tatham andBlack1998),모든 경우에서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 계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나 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연구단 들 간의 계가 어떤 방향이며,어

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표 4-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연구단 간의 상 계 방향성이 모

두 가설과 같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측면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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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CFA모형 합도

합도

χ2 자유도 P GFI CFI NNFI RMSR

333.327 162 .00 0.913 0.966 0.960 0.052

<표 4-5>구성개념간의 상 계분석

서비스
충성도

고객
만족

정
감정

서비스
가치

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서비스
충성도

1.00

고객
만족

0.38
(0.08)

1.00

정
감정

0.31
(0.08)

0.51
(0.07)

1.00

서비스
가치

0.62
(0.06)

0.66
(0.06)

0.34
(0.08) 1.00

차
공정성

0.39
(0.08)

0.50
(0.07)

0.41
(0.08)

0.49
(0.07)

1.00

분배
공정성

0.40
(0.08)

0.72
(0.05)

0.52
(0.07)

0.55
(0.07)

0.28
(0.09)

1.00

<표 4-6>측정모형의 CFA

구성개념 측정항목
완 표 화

재량

측정

오차

평균분산

(AVE)

개념

신뢰도

서비스

충성도

서비스충성도1 0.876 0.233

0.719 0.927

서비스충성도2 0.873 0.239

서비스충성도3 0.846 0.285

서비스충성도4 0.814 0.337

서비스충성도5 0.830 0.312

고객만족

고객만족1 0.872 0.240

0.722 0.886고객만족2 0.844 0.288

고객만족3 0.834 0.305

정 감정
정 감정1 0.938 0.120

0.823 0.903
정 감정2 0.875 0.234

서비스 가치

서비스가치1 0.908 0.175

0.778 0.913서비스가치2 0.891 0.207

서비스가치3 0.847 0.283

차

공정성

차 공정성1 0.751 0.436

0.684 0.896
차 공정성2 0.828 0.315

차 공정성3 0.873 0.238

차 공정성4 0.851 0.276

분배

공정성

분배 공정성1 0.885 0.217

0.776 0.912분배 공정성2 0.894 0.201

분배 공정성3 0.86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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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가설의 검증

1.연구모형 검증

외식업체 표본 총 144명의 응답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모형

의 검증을 실시하 다.실증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후,그 결과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반 인 부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표본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자유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GFI,CFI,NNFI,RMSEA,

SRMR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 다.세부 인 부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333.33(df=162, p=.00), GFI=0.91, CFI=0.97, NNFI=0.96, RMSEA

=0.072,SRMR=0.065로 나타났다.

<그림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서비스 회복 공정성인 차 공정성

과 분배 공정성이 정 감정과 서비스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

고,이어서 정 감정과 서비스 가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만족이 높

아져 서비스 충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로써

모든 경로계수의 t-value가 2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든 가설이 지

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의 검증결과를 <표 4-7>에 종합하여 요약하

다.

<표 4-7>실증연구 요약

가설경로 방향
경로
명칭

경로
계수

채택
여부

유의
수

가설 1-1 차 공정성(ξ1)→ 정 감정(η3) γ31 0.20 ○ p<0.05

가설 1-2 분배 공정성(ξ2)→ 정 감정(η3) γ32 0.45 ○ p<0.05

가설 2-1 차 공정성(ξ1)→ 서비스가치(η4) γ41 0.29 ○ p<0.05

가설 2-2 분배 공정성(ξ2)→ 서비스가치(η4) γ42 0.43 ○ p<0.05

가설 3 정 감정(η3)→ 고객만족(η2) β23 0.34 ○ p<0.05

가설 4 서비스가치(η4)→ 고객만족(η2) β24 0.58 ○ p<0.05

가설 5 고객만족(η2)→ 서비스충성도(η1) β12 0.4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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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실증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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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토론

제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외식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실패에 한 효율 인

회복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고객들의 불평행동에 응하는 서비스 회

복의 공정성 요인을 악하고,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고객의 서비

스 가치가 감정 반응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궁극

으로 고객의 서비스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통합 인

모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에 한 실증분석 검증에서 밝 진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서비스 회복 공정성과 정 감정 반응의 계에서 차 공정성

과 분배 공정성은 모두 고객의 정 감정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특히 분배 공정성의 향력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당하거나 약간 많은 보상을 받은 고객들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했으며(Hegtvedt1990;Sprecher1992),분배 공정성

과 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정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Hegtvedtand

Killian(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그러므로 서비스 실패에 한 외식업체의 회복 공정성에 고객이 정

감정을 갖도록 하기 해서는 서비스 실패에 한 불평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요하지만 한 보상이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서비스 회복 공정성과 서비스 가치의 계에서 차 공정성과 분

배 공정성은 모두 서비스 가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배 공정성의 향력은 매우 높았으며,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회복

공정성이 서비스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상규,원구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실패에 한 외식업체 측의 회복 공정성에 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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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투자한 것에 비해 얻은 혜택이 많다고 지각하는 서비스 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한 보상을 실행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이는 고객들이 유형

인 결과물을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GoodwinandRoss1990;

Bitner1990),일반 으로 유형 보상은 가장 강력한 회복 략이기 때문일

것이다(Hoffmanetal1995).

셋째,외식업체 측의 응에 한 정 감정은 고객만족에 연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정 반응

의 경우, 정 감정을 더욱 강조하고 부정 인 측면은 최 한 약하게 조

하여 근하는 마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략을 시

도하는 로모션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넷째,서비스 가치가 높게 인식될수록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큰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가치가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

친다는 부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and Michell1994;

GeorgeandJones1996;LeeandUlgado1997;이학식과 김 1999).

다섯째,고객만족은 서비스 충성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객

만족 수 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충성도에 한 향 계는 정(+)의 계

를 보이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한 애착과 친 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

니라,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충성도의 요한 선행요인으로 고객만족을 고려

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보다 높은 고객만족을 주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성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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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패 리 스토랑에서의 서비스 실패 이후 그 회복 과정에서

지각되는 공정성이 정 감정 반응,서비스 가치 서비스 충성도에

어느 정도 유의 인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 다.본 연구는

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외식업체 서비스의 실패가 요시 되는 것은 발생한 실패에 한

회복을 통해 이 보다 훨씬 더욱 우호 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정 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서비스 기업의 장기 인 미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우수한 서비스 회복은 불만족한 고객을 만족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

며,구매 후 행동 즉 서비스 충성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외식업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의 기 수

을 악하여 그 기 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만약의 경

우 실패가 일어난다면 실패를 회복하기 한 강력하고 한 시스템과

차,직원의 높은 응 서비스,강력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서비스 실패에 한 회복에서 분배 공정성이 차 공정성보

다 고객의 정 감정 반응과 서비스 가치에 미치는 향력이 높으므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외식업체에 한 가치를 제고하기 해서는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문제를 한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심을 보이며 친 히 하는 것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이 만족할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고객이 요시 하는 혜택이 무엇인지 악하여 보다 친 하고

한 계를 유지해야 한다.고객들의 만족과 충성도는 기업과 고객과의

계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요 고객들의 만족도 지각과 요도

에 심을 가져야 하며 일반고객과 신규고객의 보다 나은 한 계형

성을 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고객의 감정 반응과 고객만족은 한 연 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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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 졌다.과거의 마 수단들은 단순히 좋은 제

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장 요한 략 하나 다.하지만 이제는 고객

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고객지향 인 감성마

이 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연구결과에서처럼 고객의 정 이며

강력한 감성을 자극하는 략을 제공함으로서 이는 장기 인 의 고객

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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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서비스 공정성 지각과 서비스 충성도간의 계에 있어서 매

개변수로서의 고객의 정 감정 반응과 서비스 가치의 향을 연구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증결과 이의 해

석은 몇 가지의 한계 들과 제약사항으로 인해 용상의 근에 있어 더

욱 신 해야 함을 느끼며,향후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엄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서비스 회복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심사건 기법이나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외식업체를 이용한 고객의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여 측정하 으므

로 불만족 상황에 한 구체 인 특성 변수에 한 충분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하 다는 한계 이 있다.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실험기법과 실험설계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감정반응은 주로 정 반응과 부정 감정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본 연구에서는 이 정 감정만을 연구 상으로 하 다.그러므

로 앞으로는 부정 감정도 용하여 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비교

부정 감정이 고객불만족 이외에 구 효과나 불만족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지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좋은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외식업체의 범 를 구체 으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외식업체를 선

택함으로써 생기는 한계 이 있다.향후에는 좀 더 세부 으로 외식업의

종류별,업태별 서비스 실패와 회복의 비교․분석뿐 만 아니라 국내외 모

두를 포함하여 국가간․지역간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서비스 실패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요인에 따른 향을 분

석하지 않은 이다.각각의 서비스 실패요인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회복

에 한 공정성 지각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그러므로 앞으로 기회가 된

다면 서비스 실패요인을 세부 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면 더욱 자세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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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이 업체는 반 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80-

외식업체의 서비스 실패는 제공받기로 되어있는 서비스에 문

제가 발생하여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 혹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음식의 맛과 온도,익지 않은 음식, 상보다 늦게

나온 경우,먼 주문을 했지만 다른 고객보다 늦게 나온 경우,

불친 한 직원의 태도,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원하는 메뉴의

선택불가,잘못된 계산,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은 경우,불편

한 테이블과 의자,식기와 식당내부 등 외식업체 서비스가 제공

되는 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서비스 회복 공정성에 한 질문입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평에 해 외식업체 측의 응은 어떠했는지 해당하는 곳에 ○

는 √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1
업체의 직원은 나의 불평에 해 즉각

인 반응을 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체의 직원은 나의 불평이 무엇인지 신

속하게 악하려고 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업체는 나의 불평을 합한 방법으로 처

리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불만을 담당하는 직원 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는 체계 으로 문제를 해결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서비스 문제로 불편을 겪었지만 그에

한 보상은 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업체는 불평에 하여 충분한 경제 보

상을 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불편을 겪었지만 결국 원하는 만큼의 서

비스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1-

▣ 다음은 감정반응과 서비스 가치에 한 질문입니다.귀하께서 제기

하신 불편에 한 업체 측의 응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곳에 ○ 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8
불평에 한 업체 측의 응에 기분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불평에 한 업체 측의 응은 만족스러

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불평에 해 업체 측에서 받은 서비스는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

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불평에 해 업체 측에서 받은 서비스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얻은 것이 많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불평에 해 업체 측에서 받은 서비스는

반 으로 가치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불평처리에 결과에 한 귀하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질

문입니다.해당하는 곳에 ○ 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13
내가 경험한 서비스 불만족 해결에 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불만족에 한 외식업체의 반응은 기

했던 것보다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불만족에 한 외식업체의 문제해결 방

식은 체 으로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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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앞에서 답하신 귀하가 이용하시는 외식업체에 한 충성도

를 측정하기 한 질문입니다.해당하는 곳에 ○ 는 √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 문 내 용
매우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 다

16
나는 00외식업체에 해 친 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00외식업체에 감정 애착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다른 외식업체보다 00외식업체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00외식업체를 계속 이용할 생각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내가 향후에 00외식업체를 이용하는 횟

수는 다른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횟수보

다 상 으로 더 많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귀하에 한 내용입니다.

21.귀하는 해당 외식업체를 몇 회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① 처음방문 ② 2-3회 방문 ③ 4-6회 방문

④ 6-10회 방문 ⑤ 10회 이상 방문

22.귀하는 해당 외식업체를 얼마동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① 처음 방문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2년 이상 ⑤ 2년 이상

23.귀하께서 최근 1년간 이 외식업체에서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는 몇 회

정도 되십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3-5회 ⑤ 6회 이상

24.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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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귀하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26.귀하의 학력은?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문 졸 ④ 졸 ⑤ 학원졸 이상

27.귀하의 직업은?

① 공무원 ② 회사원 ③ 문직 종사자 ④ 교원 ⑤ 자 업자

⑥ 가정주부 ⑦ 학생 ⑧ 기타 ( )

28.귀하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미만 ②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③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④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⑤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성심껏 응답을 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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