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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들의 서비스품질 평가는 자신이 제공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서비스제품의 질이 좋다고 인식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정비 서비스산업에서 발생되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 그리고 구
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비스의 매개변수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자료를 통하여 연구 하였다. 

설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행동의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
으며 서비스의 매개변수 또한 서비스품질과 고객의 행동의도에 밀접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주제어 :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재 구매의도, 구전의도, 만족도

Abstract In terms of service quality evaluation, consumers think that the product they have bought is of good 
quality only when they are provided with satisfactory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in the 
automobile service industry and the possible mediating effects of Parameters by obtaining empirical data. A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As a 
result, it's ascertained that the quality of service was one of integral factors for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and Parameters turned out to have strong mediating effects on the quality of service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as well.

Key Words :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Of repurchase, Of oral, Satisfaction

Received 28 September 2014, Revised 31 Octo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 Hae-Sool Yang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hsyang@hoseo.edu

Chang-Sun Moon(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cs510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과 지속 인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

의 자동차 보유 수가 1975년 193,927 에서 연 10%  

성장을 지속하여 1985년 1,113,430  그리고 1995년 

8,468,901 로 20% 의 격한 차량의 지속 인 성장이 

후 차 둔화되었으나 2005년 15,396,715 의 등록 수가 

2010년 17,941,356 에서 양 인 성장을 지속하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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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596,321 가 등록하여 연평균 2%  이상의 신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동차를 보

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차량의 증가세는 지

속될 망이다[1].

자동차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움직이

는 공간으로 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며 경기가 좋을 

때 자동차는 내구재로서 소비가 선행 으로 증가하여 소

비자 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기호 한 다양하여 신차의 개발과 우수한 품질의 필요

성이 두되고 있어 경쟁을 심화 시키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구성은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와 조

립을 담당하는 자동차 생산업체로 분류되며 자동차산업

의 경쟁력은 생산업체와 부품업체의 품질과 생산성이 많

이 좌우하며 이러한 기술  특징으로 첨단기술의 도입이

나 작업자들의 업무태도가 요하게 작용하여 종업원의 

인  구성에도 변화를 래하고 있다.

반면 신제품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장에서 제

공받은 서비스품질에 한 불만이 증가하여 타사로 향

하는 극단  행동을 취하거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권익을 찾기 하여 소비자보호 단체를 통하여 

기업의 서비스문제에 극 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이커에

서는 소비자들의 향을 이고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임을 강조한 로 Rosenberg 와 

Czepiel(1984)은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는 기존의 고

객보다 5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Reichheld 와 Sasser(1990)는 기존 고객의 5%이상만 유

지하여도 1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신

규고객의 유치를 한 노력도 요하지만 기존의 높은 

신뢰를 가진 고객들의 향을 방지하기 한 노력과 투

자가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측이 어려운 문제로 

소비자는 고 여 제품의 구매 시에는 더욱 최상의 선택

을 한 복잡한 구매의사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자동

차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와 제품의 구매

행 간의 상 계를 연구하여 고객지향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하여 메이커의 직 서비스센터와 일반지정공

장 의 표자  서비스직원들의 서비스품질교육을 통하

여 고객만족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 하는 자동차산업에서 생산업체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그리고 재 구매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

여 연구하고 매개변수로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을 두

어 매개변수들의 여 정도에 따라 고객들에게 미치는 

유의 인 향상태를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 고

객이 재 구매의사와 구 의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규명하고자 하 다.

끝으로 연구의 시사 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과 

차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의 정의

Blios(1974)는“서비스는 매를 해 상품을 물리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만족을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하 으며, Stanton(1984)은“서비스란 소비자나 산

업구매자에게 매될 경우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형의 활

동으로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의 매와 연계되지 않고도 

개별 으로 확인 가능한 것” 이라고 정의 하 으며 

Anderson(1993)은“서비스는 직간 으로 제공되는 크

고 작은 물리  기술 으로 무형 인 편익”이라고 정의 

하 다. [2,3]

Kotler(2003)는“서비스는 본질 으로 무형 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는 한쪽에 의해 다른 쪽에게 제공 되지만 어

느 쪽의 소유로도 귀결되지 않는 행 나 성과를 말한다” 

고 정의 하 으며 이유재(1997)는 서비스는 무형  성격

을 띠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고객과 서비스종업원의 상호 

계로부터 발생하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며 서비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서비스연구의 새로운 체계화를 시도 하

다. [4,5]

    
2.2 서비스의 개념

진화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품질에 한 욕구를 채워

주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으며 이러한 고객

들의 요구에 맞는 품질로는 사람의 질, 제품의 질, 기술의 

질, 업무의 질 등 네 가지 포 인 질과 소비자를 만족

시키는  품질개념으로는 서비스, 비용, 품질, 유통 등으로 

나 어 서비스품질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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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태(2005)는 사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으며 사후서비스 품질에 만족한 고

객들이 재 구매의도 와 구 커뮤니 이션에도 많은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상 (2011)은 정비사의 서비스신뢰는 정비업체의 

신뢰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뢰는 고객 만족과 충성

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에서의 서비스 품질은“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다”는 

에서 고객이 장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제공받는 

일련의 행동 모두를 서비스품질로 규정하고 고객들의 만

족수 을 평가한 것이 서비스품질의 정도라 정의한다.

2.3 서비스품질의 차원

서비스품질 차원은 고객이 지각하는 구조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련하여 J. E. Swan 과 L. J. Combs, C. 

Gronroos, A. Parasuraman, A. Gilmore와 D. Carson등

의 연구가 있다.

Swan 과 Combs는 서비스품질을 두 가지인 수단  

성과와 표  성과로 구분하고 수단  성과란 기술 인 

차원으로 서비스 생산과 련된 기술  결과이며 표  

성과란 심리  수 련 소비과정에서 고객과 기업이 여

러 자원과의 상호작용 활동이라고 하 다.

Gronroos(1990)는 서비스품질을 기술  품질과 기능

 품질로 구분하고 기술  품질은 고객과 기업의 상호

작용 결과로 서비스교환의 자료  정보  내용을 포함하

고 서비스 생산과정의 기술  생산물이 서비스의 도구  

성과와 일치하는가에 련된 개념이며 기능  품질은 고

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련된 개념으로 

Swan 과 Combs의 표  성과와 일치한다.

그는 서비스품질을 고객이 얻는 것과 얻는 방법에 

한 것으로 분류하고 기술  품질은 평가가 쉬우나 기능

 품질은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 으며 후속 연구

에서는 이 두 가지의 복합  성격을 갖고 있는 품질을 이

미지 품질(image quality)이라고 하며 3가지 차원으로 세

분화 하 다[8].

W. Boulding(1993)은 서비스품질을 소비자에게 무엇

을 제공해야 하는가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로 구분하

으며 Dodds & More(1985)는 객  품질과 주  품질

로 나 었으며 Edvardsson, & Riddle(1989)은 개인 인 

기술, 달체계간의 력,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의 품

질 그리고 제공자가 고객의 기 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분류하 다.[9,10,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분류하는 서비스품질을 서비

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업체로 나

어 향 계를 규명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을 정

비서비스, 긴 출동서비스, 고객 불만처리로 분류하여 고

객의 만족 정도가 재 구매의사나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

2.4 서비스 품질의 구성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은 서비스품질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논의로 학자 별, 산업 별, 상이한 차이가 나

타나며 C. Gronroos(1990)는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과 제한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분류하고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리  

자원, 기술  자원, 종사원, 다른 참여고객으로 나 었다.

물리  자원은 기업이 보유한 시설, 장비, 도구를 의미

하며 기술  자원은 물리  자원을 운용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고 종사원은 일선에서 고객과 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다른 참여고객은 같은 시

스템 안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다른 고객을 말하며  

서비스의 생산과 달 과정에 여하고 있어 특정 고객

에게 제공된 서비스 품질이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도 향을 미치며 서비스품질은 종업원의 사 지식과 서

비스제공 그리고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제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  요인과 고, 

가격결정, 홍보 등의 마  활동으로 고객의 기 에 

향을 미침으로서 기 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 

즉 서비스품질에 향을 다고 하 다[8].

PZB(1985)는 서비스품질 구성요인을 신뢰성, 반응성, 

능력, 근성, 성, 의사소통, 신용성, 안정성, 고객의 

이해, 유형성 등 10개로 제시하 으나 후속 연구를 통하

여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실성, 감정이입 등 5개로 축

소하여 제안 하 다.[12,13]

본 연구에서는 PZB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품

질의 고객만족이 재 구매의사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과 매개변수로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을 두어 이 변수

들이 각 단계별로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연구하고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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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내부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 구매의

사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최근에 정비공장을 

이용한 고객이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고객들을 상

으로 연구 하 으며 선행연구로 Blios(1974), Stanton 

(1974), Anderson(1983), Kotler(1984), 이유재(1994) 등을 

통하여 서비스품질에 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론  토 를 마련하 다.

서비스 품질들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호 계를 분석하

고자 서비스품질의 속성으로 정비서비스, 긴 출동서비

스, 고객 불만처리를 두고 이 속성들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향 그리고 고객만족이 재 구매의사와 구 의도에 

미치는 향과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의 매개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Maintenance

Energency

Complaints

Satisfactin

Of oral

  Purchasing

Representative

Selesperson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량에 비례하여 발생

되는 다양한 서비스불만 해소를 한 분야별 서비스품질

의 각 차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 

자동차를 매하는 업사원과 고객의 계에 있어 업

사원의 방문, 미 방문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지속 인 고객방문을 통한 고객만족의 경우 

차량의 재 구매나 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라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그리고 서비스주재원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긴 출동서비스나 정비서비스의 진행

과정에서 서비스처리여부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만족도

가 변할 것이라는 가정과 고객 불만의 처리과정에서 불

만의 해소여부에 따라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에는 유

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

한 서비스주재원이 고객 불만의 처리 여부에 따른 

고객 만족상태가 재 구매의사나 구 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 업사원이나 서비스주재원이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그리고 재 구매의사와 구 의도에 이르

는  과정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의 가설을 세워 확인 하 다.  

 

가설1.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고객만족에 향을 미

칠 것이다.

1-1. 정비서비스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1-2. 긴  출동서비스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1-3. 고객 불만처리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은 업사원의 방문형태에 따라 유의 인 차

이가 있을 것이다.

2-1. 업사원의 방문은 미 방문보다 정비서비스에 

한 고객만족에 더 정  향을  것이다.

2-2. 업사원의 방문은 미 방문보다 긴  출동서  비

스에 한 고객만족에 더 정  향을  것이다.

2-3. 업사원의 방문은 미 방문보다 고객 불만 처리

에 한 고객 만족에 더 정  향을  것이다.

가설3.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은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여부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는 미처리보다 정비

서 비스에 한 고객만족에 더 정  향을  

것이다.

3-2.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는 미처리보다 긴  

출동서비스에 한 고객만족에 더 정  향

을  것이다.

3-3.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는 미처리보다 고객 

불만처리에 한 고객만족에 더 정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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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고객만족은 재 구매의사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4-1. 업사원의 방문은 미 방문보다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사 사이에 더 정  향을  것이다.

4-2.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는 고객만족과 재구

매 의사 사이에 더 정  향을  것이다.

가설5. 고객만족은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5-1. 업사원의 방문은 미 방문보다 고객만족과  구

의도 사이에 더 정  향을  것이다

5-2. 서비스주재원의 서비스처리는 고객만족과 구

의도 사이에 더 정  향을  것이다.

3.3 연구 설문의 구성

연구의 설문지는 <Table 1>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동차에 련된 소비자의 일반 인 특성과 

서비스품질 ( 정비서비스, 긴 출동서비스, 고객 불만처

리 )과 고객만족, 재 구매의사, 구 의도의 여섯 개의 

역과 매개체로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을 삽입하여 여

덟 개의 역에서 서비스품질의 속성들과 고객만족의 

계 그리고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사, 고객만족과 구 의

도의 계에서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이 매개변수로

서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서로의 상 계를 가진 서비스품질의 속성에서 12문

항, 고객만족 4문항, 구 의도와 재 구매의사에서 8문항,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에서 8문항, 차량 련 5문항, 일

반 인 사용자특성 련 6문항, 총 43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측정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Likert 5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측정 문항들은 “  그 지 않다 ①”에서 

“매우 그 다⑤”로 5  등간 척도로 설정하 다. 인구통

계학  변수들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평균소득, 

차량용도를 측정하기 한 명목척도로 구성하 다.

3.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늘어가는 자동차에 비례하여 서비

스문제가 많이 두되고 있어 자동차서비스의 일선에서 

고객과 직  계를 가지고 있는 정비공장과 기술자 그

리고 고객을 심으로 한 업사원과 서비스 주재원이 

고객의 재 구매나 구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설문지 350부를 2014년 7월 1일에서 2014

년 8월 15까지 설문조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설문의 목

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 하

으며 총 31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응답

에 일 성이 없거나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지인 29부를 

제외하고 최종 283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실증분석 

을 진행 하 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를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입력의 정확성과 표본의 일반  특성을 

학하기 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응답

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정비서비스, 긴  출동서비스, 고객 불만처리, 고

객만족, 재 구매의사, 구 의도, 업사원, 서비스주재원

의 측정변수에 한 단일차원 검증을 하여 SPSS 18.0

을 이용한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 계분

석을 실시하 다.

no Service  

Quality

Content no Item 

number

1 Maintenance Locations , latest 

Technology

4 1,2,3,4

2 Emergency Quick, accurate 

diagnosis, treatment

4 5,6,7,8

3 Complaints Kind, compensation, 

positive treatment

4 9,10,11,12

4 Satisfaction Friendly, explain, 

positive treatment

4 13,14,15,1

6

5 purchasing Friendly, explain, 

positive treatment

4 17,18,19,2

0

6 Of oral Friendly, explain, 

positive treatment

4 21,22,23,2

4

7 Salesperson environmental 

improvement

4 25,26,27,2

8

8 Representati

ve

environmental 

improvement

4 29,30,31,3

2

9 Hold the 

vehicle

Vehicle related items 5 33,34,35,3

6,37

10 Custom   

Properties

Question of the user 

environment

6 38,39,40,4

1,42,43

<Table 1> Measuring Instrument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에 한 인구 통계  특성은 <Table 2>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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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  성별로 나 어 보면 남성 운 자가 64.3 %(182

명)으로 압도 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성운 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성 운 자는 35.7 %(101명)으로 

조사되어 연령별로 나 어 볼 때 30세 이하가 5.3 %(15

명), 31∼40세가 17.0 %(48명)으로 나타났으며 41∼50세

가 33.6 %(95명), 51세 이상이 44.1 %(125명)로 가장 많

이 나타나 정년후의 창업이나 사회활동이 많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으로 알아보면 고졸 이하가 8.5 %(24명), 학교 

재학생이 10.6 %(30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졸업자가 

31.8 %(90명)으로 많이 확인되었고 학원 이상이 49.1 

%(139명)으로 많이 조사되어 반 으로 고등교육 이상

은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Item
Frequency

( N=283 )

Rate

( % )

Reason

Man 182 64.3

Women 101 35.7

Total 283 100

Age

>30 15 5.3

31～40 48 17.0

41～50 95 33.6

51< 125 44.1

Total 283 100

Educati

>High school 24 8.5

University student 30 10.6

University 
graduate 90 31.8

Graduate or more 139 49.1

Total 283 100

Average 
income

>200 10 3.5

201~300 31 11.0

301~400 100 35.3

401~500 68 24.1

501< 74 26.1

Total 283 100

Occupation

Officials 19 6.7

Professional, 
worker 78 27.6

Self Employed 174 61.5

Students 4 1.4

Other 8 2.8

Total 283 100

Use of the 
vehicle

For commuting 92 32.5

Business 150 53.0

Leisure 27 9.5

Other 14 4.9

Total 283 100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4.2 상관관계분석

연구가설에 한 실증분석을 하기 에 Pearson 상

계를 분석하 으며 이는 가설검증 에 모든 연구가설

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들 간 상호 련성에 한 체 인 

윤곽을 제시하여 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은 각 변

수간의 상 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변수 

간 상 계는 유의수  0.001에서 양의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사원과 재 구매의도 항목

의 경우 항목 간의 상 계수는 0.650으로 반응성이 높을

수록 신뢰성에 한 기 도 높다고 해석이 된다.

Maint
enanc

Emer
gency

Compl
aints

Satisf
action

purch
asing

Of 
oral

Salesp
erson

Repre
sentat
ive

Mainte
nanc 1

Emerge
ncy .556** 1

Complai
nts .487** .293 1

Satisfac
tion .550** .480** .504** 1

purchas
ing .486** .497** .384** .365** 1

Of oral .649** .446* .467* .447* .442* 1

Salespe
rson .529** .439* .460** .521** .650** .475** 1

Represe
ntative .483** .418* .490** .534** .315 .456** .435* 1

**: p<0.001

<Table 3> Correlation Table

4.3 신뢰성 분석

내  일 성에 한 측정값으로 Chronbach's ⍺ 값을 

신뢰계수로 사용 하 다. ⍺값이 0.7이상이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해석되지만 측정변수의 성질이나 상황에 따라 기

은 유동 이나 <Table 4>와 같이 잠재변수가 ⍺계수 

의 기 인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여 진다.

 

4.4 변수간 다중 공선성 분석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독립변수가 서로 상 계가 높

은 것을 다  공선성 이라 하며 상  계분석에 이어 좀

더 정확한 다  공선성 검증을 해 공차한계를 조사 하

다. 일반 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독립변수들 간



A Study on the Impact of Satisfaction Level with Automobile Service Quality on Word-of-mouth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의 공차한계 .10이하, 분산팽창요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0이상 일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Latent variables items
Chronbach's 

⍺
 Service 
Quality

Maintenance 4 .842

Emergency 4 .833

Complaints 4 .849

Satisfaction 4 .831

purchasing 4 .838

Of oral 4 .848

Salesperson 4 .833

Representative 4 .833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가 < Table 5 >와 같이 모두 .10보다 

훨씬 크고, 분산 팽창요인(VIF)도 10보다 훨씬 작은 값으

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단된다.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Factor

Standard 

Factor
t

Signific

ance 

Level

Co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Beta

Tolera

nce
VIF

Maintenance .104 1.944 .053 .115 .714 1.401 .657

Emergency .094 1.787 .075 .106 .726 1.378 .474

Complaint .334 6.291 .000 .351 .731 1.367 .731

 Service 
Quality .279 5.005 .000 .286 .717 1.395 .717

Representati

ve
.256 4.034 .000 .234 .794 1.815 .551

Salesperson .211 3.622 .000 .211 .685 1.460 .685

 <Table 5> Telematics Property Effets

4.5 가설검증

4.5.1 가설 1의 검정

가설1의 검정은 서비스품질이 고객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고객의 행동을 서비

스품질의 속성에 따른 고객만족으로 검정을 실시하 으

며 이를 검증하기 하여 서비스품질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객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합에 해 

<Table 6>와같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회귀선의 변량은 72.557이며 잔차의 변량은 0.481

로 회귀선의 변량의 잔차보다 150배 더 크기 때문에 유의

수 은 p<0.001의 기 을 충족한다. 즉, 독립변수가 투입

된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도 오류

는 p<0.001에 불과함으로 회귀선의 모델이 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회귀선의 변량이 36.518이고 잔차의 변량 이 

0.605로 60배가 더 큼으로 유의수  p< 0.001의 기 을 

충족함으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셋째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의 변량보다 56.5배가 큼  

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충족하여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넷째 회귀선의 변량이 36.518로 잔차의 변량보다 120

배가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충족하여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ANOVA(b)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mpla
int 1-1

Regression 61.866 1 61.866

120.048
.000

(b)
Residual 145.327 282 .515

Total 207.194 283

Emerge
ncy 1-2

Regression 34.603 1 34.603

56.538
.000

(b)
Residual 172.591 282 .612

Total 207.194 283

Mainte
nanc 1-3

Regression 36.518 1 36.518

60.337
.000

(b)
Residual 170.676 282 .605

Total 207.194 283

Service 
Quality 1

Regression 72.557 3 24.186

50.298
.000

(b)
Residual 134.637 280 .481

Total 207.194 283

a.Predictors:(Constant): Complaint, Emergency.Maintenanc

b.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p<0.001

<Table 6> Simple near Rehression  ANOVA(b)  

4.5.2 가설 2의 검정

가설2의 검정은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사이에 업

사원의 방문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선형 

회귀분석의 변량분석(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여  

<Table 7>과같이 검정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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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기 하여 서비스품질과 업사원을 독립변

수로 하고 고객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합

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선의 변량은 34.318

이며 잔차변량은 0.493으로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

다 69.599배 더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

하여 가설2-1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2-2는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43.57배 더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2-2는 채택되었다. 한 가설 2-3은 회귀선의 변량

이 차변량보다 42.12배 더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2-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2는 

유의 인 차이가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ANOVA(b)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mpla
int 2-1

Regression 68.635 2 34.318

69.597
.000

(b)
Residual 138.558 281 .493

Total 207.194 283

Emerge
ncy 2-2

Regression 49.045 2 24.522

43.572
.000

(b)
Residual 158.149 281 .563

Total 207.194 283

Mainte
nanc 2-3

Regression 47.789 2 23.895

42.122
.000

(b)
Residual 158.404 281 .567

Total 207.194 283

a.Predictors:(Constant):Salesperson(Complaint, Emergency.    

Maintenanc)

b.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p<0.001

<Table 7> Simple near Rehression  ANOVA(b)  

 

4.5.3 가설 3의 검정

가설3의 검정은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사이에 서비 

주재원의 서비스처리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선형 회귀분석의 변량분석(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여 <Table 8>과 같이 검정한 결과가 나왔다. 가설 

3-1의 회귀선의 변량은 32.936이며 잔차변량은 0.503으로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65.489배 더큼으로 유의

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3-1은 채택되었다. 

한 가설3-2는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65.867배

가 크고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3-2는 

채택되었다. 가설 3-3은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82.687배가 크고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3-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서비스처리의 유무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 3도 채택되었다.

ANOVA(b)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mpl
aint 3-1

Regression 65.872 2 32.936

65.489
.000

(b)
Residual 141.322 181 .503

Total 207.194 183

Emerg
ency 3-2

Regression 66.131 2 33.065

65.867
.000

(b)
Residual 141.063 281 .502

Total 207.194 283

Maint
enanc 3-3

Regression 76.762 2 38.381

82.687
.000

(b)
Residual 130.432 281 .464

Total 207.194 283

b.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p<0.001

<Table 8> Simple near Rehression  ANOVA(b)  

4.5.4 가설 4의 검정

가설4-1의 검정은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사 사이에 

업사원의 고객방문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선형 회귀분석의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Table 9>와

같이 검정한 결과가 나왔다.

ANOVA(b)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alesper

son
4-1

Regression 32.412 1 32.412

76.314
.000

(b)
Residual 119.771 282 .425

Total 152.183 283

Represe

ntative
4-2

Regression 48.615 1 48.615

132.370
.000

(b)
Residual 103.563 282 .367

Total 152.183 283

Service 
Quality 4

Regression 60.497 3 20.166

61.584
.000

(b)
Residual 91.686 280 .327

Total 152.183 283

a.Predictors:Salesperson ,Representative, Service Quality

b.Dependent Variable : Repurchase

p<0.001

<Table 9> Simple near Rehression  ANOV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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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1의 회귀선의 변량은 32.412이며 잔차변량은 

0.425로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76.314배 더 큼으

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4-1은 채택

되었다. 가설4-2는 고객만족과 재 구매사이에 서비스주

재원의 서비스처리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변

량분석을 사용하 으며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 보다 

132.370배  더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

여 가설4-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4 한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61.584배 더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4는 채택되었다.  

  

4.5.5 가설 5의 검정

가설5-1의 검정은 고객만족과 구 의도 사이에 업

사원의 고객방문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

선형 회귀분석의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Table 10>과같

이 검정한 결과가 나왔다. 

가설5-1의 회귀선의 변량은 35.078이며 잔차변량은 

0.515로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768.146배 더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5-1은 

채택되었다. 가설5-2는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229.690배  더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

여 가설5-2는 채택되었다. 한 가설5에서도 회귀선의 

변량이 잔차변량보다 102.471배  더 큼으로 유의수  

P<0.001의 기 을 총족하여 가설5는 채택되었다.

ANOVA(b)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alesper

son
5-1

Regression 35.078 1 35.078

68.146
.000

(b)
Residual 145.158 282 .515

Total 180.236 283

Represe

ntative
5-2

Regression 80.905 1 80.905

229.690
.000

(b)
Residual 99.331 282 .352

Total 180.236 283

Service 
Quality 5

Regression 94.323 3 31.441

102.471
.000

(b)
Residual 85.913 280 .307

Total 180.236 283

a.Predictors:Salesperson ,Representative, Service Quality

b.Dependent Variable : Of oral

p<0.001

<Table 10> Simple near Rehression ANOVA(b)  

5. 결론

속히 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서비스품질에 

한 소비자들의 서비스의 품질 평가가 까다로운 수 으로 

자신이 제공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서비스품

질이 좋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의 

매출신장과 랜드의 가치향상을 하여 자동차정비 서

비스산업에서 발생되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 구

매의사 그리고 구 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지 그리고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하여 조사 하 다.

첫째, 서비스품질의 구성변수인 정비서비스, 긴 출동

서비스, 고객 불만처리는 고객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서비스품질에 만족한 고객이 재 구매와 구 의

도에 충분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서비스주재원과 업사원은 고객만

족과 재 구매의도 그리고 구 의도의 계에 있

어서 충분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서비스품질 리나 정비공장의 서비

스실태 등 서비스품질 개선을 하여 연구 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비공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품

질에 여하는 업사원과 서비스주재원의 매개효과가 

메이커의 매출향상과 랜드 이미지형성에 미치는 향

계에 하여 연구하여 이를 검증 하 다는 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한 시사 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

업의 반 인 서비스품질과 매개변수에 한 고객들의 

행동반응을 조사하여 분석하 으나 분야의 정 도를 높

이기 하여 더 많은 표본과 정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아울러 세분화되어가는 서비스산업에서 소

비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세분화된 업종별 

근이 필요하며 객 인 자료를 얻기 하여 다양한 지

역의 표본추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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