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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취업박람회에서 참관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박람회의 서비스품질, 가치, 그리고 만족 등의 이론적 배경

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최 도시의 지각된 품질 요인은 정보의

확신성, 인적서비스, 접근성, 물리적 환경 그리고 관광매력성의 총 5개의 요인으로 총 16개의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변수들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관광매

력성, 물리적환경, 인적서비스, 정보의 확신성 순으로 취업박람회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람회 주최자가 사용자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참가 업체의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의 가치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취업프로그램의 일환인 취업박람회는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며, 참가한 기업들은 정보를 제공하

거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현재의 시점에 알맞은 정보의 제공,

유통을 촉진시키는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인적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다.[2]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성과와 평가를 요구하

는 것이 박람회의 특징이다. 취업박람회는 구직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

을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효과 및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본 연구는 취업박람회장에서 참관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박람회장의 서비스품질이 가치와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정식모형을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업박람회의 서비스품질

이 지각된 가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고, 둘째 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박람회 주최자가 사용자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참가 업체의

보다 나은 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의 가치인식 제고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 품질의 측정

Parasuraman(1985)은 참관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측정을 위해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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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공감성 등 5가지의 차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Parasuraman(1985)의 SERVQAUL 5

개 차원을 취업박람회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

성된 정보의 확신성, 접근성, 인적 서비스, 물리적

환경, 관광 매력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을 하고자 한다.

2.2 지각된 품질과 가치, 만족의 관계

Bolton & Drew (1991)는 서비스품질과 가치의 인

과관계에 대해 서비스품질이 서비스가치에 선행요소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학식·김영

(1999)이 전국호텔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가치가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과 같은 맥락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Babin & Kim(2001)의 연구

에서도 미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동

기에 따른 쾌락적, 실용적 가치가 관광지 만족, 불만

족에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연구에서 가치와 만족

의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박람회의 성격상 다른 어떤 요

인보다도 실용적 변수인 정보의 확신성, 인적 서비

스 요인이 쾌락적 요인인 물리적 환경이나 관광매력

성 보다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단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경로계수 값의 비교를 통해 5

개 차원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상대

적인 중요도를 추가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그림1] 연구모형에 나타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2. 조사대상

서울에 소재한 C대학교는 취업박람회를 올해로 4

회째 개최하였다. 2009년도의 행사규모 및 내용을

정리하면, 두산·삼성 그룹 외 48개 기업이 참가하였

으며, 참가자 규모는 방명록 작성자가 1500명 이었

으며 미작성자까지 포함한다면 참가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3.3.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9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C대학교

서울 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C대학인

을 위한 2009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대학생 및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참가

자들에게 취업상담을 받았는지를 질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한 224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00% 분석에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1],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3.4 설문지 구성

개최 도시의 지각된 품질 요인은 정보의 확신성(3

문항), 인적서비스(4문항), 접근성(3문항), 물리적 환

경(2문항) 그리고 관광매력성(3문항)의 총 5개의 요

인으로 총 16개의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변수들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인적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항목(1문항), 관광매력성(1문항)의 2개 문

항이 제거되어 분석에 총 14개의 항목이 분석에 이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측정

항목으로, 가격 대비 컨벤션의 지원서비스, 컨벤션

센터의 물리적인 환경, 도시의 매력성을 다항목 평

가[9]로 구성하여 총 3개의 항목을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만족 요인은 개최지속성요

인인 전반적인 물리적인 환경. 지원서비스, 가격에

대한 평가수준을 3개의 다항목[13][18]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3.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

성 검증은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평균상

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 alpha값을 구하였다.

연구변수간의 판별타당성 및 관계 분석을 위하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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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

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를 이용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연구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

별적인 가설검증과 함께 연구 변수들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참가자 정보를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 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들은 총 244명으로 박람

회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와 박람회 참여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07명(47.8%), 여자는

117명(52.2%)으로 나타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219명

(97.8%)이고, 소속 학교는 217명(96.9%)이 중앙대

학생이었으며 학력 역시 대재/졸이 207명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박람회 참여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정보

경로는 현수막 및 포스터 76명(33.9%), 종합인력개

발센터 홈페이지 63명(28.1%), SMS 및이메일 63명

(28.1%), 학보 및 방송 4명(1.8%), 기타(브로셔, 팜플

렛, 주간지) 14명(6.3%)으로 나타나 지엽적인 행사의

경우 대중 매체를 이용하기보다는 타겟형 집중 홍보

수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박람회 참여자의 서비스품질에 대

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 확신성, 인적서비

스, 접근성, 물리적 환경, 관광매력성의 5개 변수를

설계하였다. 또한 서비스품질의 결과변수로서 가치

와 만족을 설계하였다. 이들 변수 간의 개념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

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연구단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구

단위들의 요인적제치가 0.636 이상을 상회하였다. 총

연구 단위의 누적분산이 80.732로 높게 나타났고 연

구 단위들의 신뢰도 역시 모두 0.735이상을 나타내

어 측정 단위들의 집중타당도와 문항내적일관성신뢰

도[4]를 확보하여 본 연구의 수행 측정단위로 사용

하였다.

4.3. 상관관계분석 및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판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간의 상관계수

가 일요인(만족)을 제외하고 모두 0.7이하를 나타내

어 변수간의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Kline(1998)[7]이 제시한 상관계수가 0.85보다 적으

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을 충

분히 충족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통계량에 대한 일반적

기준[3]에 따라 본 연구의 최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통계량을 살펴보면 GFI=0.901, NFI=0.915, RMSEA

0.059로 적합도 지수를 확보하여 연구 모델의 우수

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chi-square 값은 적합도 검정의 척도로 해

석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와 더불어

chi-square(260.829) 값을 자유도(146)로 나누어

1.787로 3이하의 지수를 확보하여 표본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3].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의 확신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검증은 경로계수가 0.157

이고, t=2.295, 그리고 p<0.05수준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인적서비스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검

증은 경로계수가 0.216이고, t=2.744, 그리고 p<0.05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접근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검증은

경로계수가 0.082이고, t=1.324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넷째, 물리적 환경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경로계수가 0.263이고, t=2.571, p<0.05 수준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채택

되었다.

다섯째, 관광매력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은 경로계수가 0.273이고, t=3.348, p<0.01수준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5는 채택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

계인 가설 6은 경로계수가 1.050이고, t=12.590,

p<0.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본 연구모형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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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경로
회귀

계수

표준

오차
C.R.

검증

결과

H1 정보확신성→가치 0.157 0.065 2.295* 채택

H2 인적서비스→가치 0.216 0.078 2.744*  채택

H3 접근성→가치 0.082 0.065 1.324 기각

H4 물리적환경→가치 0.263 0.095 2.571*  채택

H5 관광매력성→가치 0.273 0.073 3.348**  채택

H6 가치→만족 1.050 0.099 12.590*** 채택

Chi-square=260.829, df=146, GFI=0.901, AGFI =
0.857, NFI=0.915, CFI=0.960, RMR=0.077,

RMSEA = 0.059

* : p < 0.05, ** : p< .01. *** : p< .001 양측검증결과임

5. 결론 및 시사점

가설검증 결과를 회귀계수 순으로 나열하면 관광

매력성, 물리적 환경, 인적서비스, 정보 확신성 순으

로 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참가자들이 많은 취업박람회 참가

자들의 가치 지각 수준에 관광매력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업박

람회 성격상 인적서비스나 정보의 확신성이 관광매

력성이나 물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연구결과 관광매력성과 물리적환경의 쾌락

적 요인들이 인적서비스나 정보의 확신성과 같은 실

용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람회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물리적환

경과 주변 관광인프라를 중요한 가치요인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참가한 행사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

서 정보를 습득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

가자들의 욕구가 표출된 연구결과로 보인다. 접근성

은 모든 행사의 중요한 가치지각요인이나[1][8],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에서 실시한 취업박람회 참가자들이 접근

성에 대한 가치지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선행연구들[5][8][10][14][17][19]과 마찬가지로 지

각된 가치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람회 참가자들의 만족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 행사 주최자는 그들의 가치 지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매력성, 물리적환경, 인적서

비스, 정보확신성의 수준을 높이는 관리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연구에서는 행사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품질

및 가치 지각에 대한 비교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은 C대학의 참가자가 주류를 이룬 데이터 수집의

편중을 들 수 있으며, 분석결과 가치가 만족에 미치

는 경로계수가 1.050으로 1을 상회한 데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측정치들을 다

시 정제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므로[1]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에서 흔히 만나는 곤혹스러운 통계결과이

지만 Babin & Kim(2001)은 이러한 결과를 기교를

부려 해결하기 보다는 원래의 순수한 연구결과를 보

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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