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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행연  통해 도출한 동산 개 비스 질 들  핵심  동산 개 비스

질  찾아내고 들 들  재 용 도에 한  도  악하는 것 다.  해 본 연 에 는 

동산 개 비스 질 변수( 지식, 태도, 상 용)  신뢰  재 용 도 도  포함한  하여 동산

개사  용한 경험  상  사  통해 료  수집하고,  료  용하여 탐색  과 

식모  용한   실시하 다. 결과 상 용  신뢰에 양  향  미치고 신뢰는 다

시 재 용 도에 양  향  미치고 며 동시에 상 용  재 용 도에 직 도 양  향  미치는 것

 나타났다. 그러므  본 결과, 동산 개사  경 는 고객  재 도   해 동산 개

비스 질 들  상 용에 심  어야함  알 수 다. 본 연  한  규모  하여 결과  

는 향후연 과  남 다.

주 어 : 동산 개 비스 질, 지식, 태도, 상 용, 신뢰, 재 용 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key factors(specialized knowledge, manner, intera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es and to identify degrees of relations among the key 

factors and request intention.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makes surveys including variables of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credibility, and request intention. Second, it collects the data from respondents who 

have visited real estate brokerage firms. Finally, the data are analyzed by apply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hich is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ese surveys describes that only the interaction affects the credibility positively and the credibil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request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 interaction impacts on the request intention directly. 

Therefore,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managers of real estate brokerage firm focus on the interact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 customers' request intention.

Key Words :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Specialized knowledge, Manner, Interaction,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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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까지 이어져오는 융권의 리 상과 국내의

경기침체는 부동산 개업 시장에도 큰 향을끼치고 있

으며, 정부의 반값 개보수료 시행, 차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개 앱의 등장 등은부동산 개사무소의 경 환

경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이러한상황 속에서 부동산

개사무소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가고 있으며 고객은

더 높은 수 의 부동산 개서비스 수 을요구하고 있어

공인 개사들은 부동산 개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필요성을 토 로한 본 연구의 주된목 은 선

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도출한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요

소들 부동산 개사무소를 이용한 이용자를 상으로

실태분석을 통해서 핵심 인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요

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들의 신뢰 재이용의도에

한 련성과 련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변수

와 신뢰 재이용의도 정도를 포함한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 탐색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실태분석을 통한 결과는 부동산 개사무소의 경

자에게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이기 해 을 두어야

할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의

리를 통해 부동산사무소의 경 에 합리 인 방향

을 제시 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2. 행연  고찰

오늘날 부동산시장은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으

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 반에 걸쳐 많은 기

업들이 고객만족경 , 고객감동경 을 표방하면서 기존

매상고나 이익 창출 같은 목표와 달리 고객에게 최 의

만족을 주어 지속 인 반복구매 고객을창출하는 것에서

기업의 존재 목 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인 재이용 의도는 기업의

존속을 해 매우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 서비스 품질 측면을 살펴보면, 고객의 서비스에

한 요구가 고도화되는 실에 있어서 안정 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한 차별 수단으로서 서비스 품질의

강화는 필수 요소이다[2].

서비스 품질은 A. Parasuraman, V. A. Zeithaml,

Leonard L. Berry(PZB) 등 3명의 학자에 의해 개발된 서

비스 품질 측정도구로서 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기 와

평가를 이해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다문항 척도이다[3].

서비스 품질은 측정이 어려운 서비스 품질의 속성상

이를 직 평가하기보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상으

로 한 인식평가라고 할 수 있다[4].

조 행[5]은 부동산 개 서비스 품질의 측정시, 물리

환경 품질은 외형설비와 편리성으로, 상호작용 품질은

거래 련 확신성과 친 도와 문제해결로, 결과품질은 신

뢰성과 성과로 측정하 다.

온라인 증권거래에 한 연구에서도 주문매체의 서비

스 품질이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6]하 다.

다음으로 신뢰 측면을 살펴보면, 사 인 의미에서

신뢰란 “믿고의지함”이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규제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신뢰 계가 형성되

면 상 의 기 를 벗어나는 행 는 억제된다[7].

신뢰에 하여 McAllister는 신뢰기반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신뢰를 인지 신뢰와 정서 신뢰로 구분하

는데, 서구사회에서는 합리 인 선택에 기 한 인지

신뢰가 심이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상 방의 바램과

의도에 한 동일시에 기반을 둔 정서 신뢰가 심이

될 것으로 상[8] 하 다.

이들 변수를 이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 명춘옥 등[9]은 물리 서비스와 인 서비스그리

고 상호작용서비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화폐 가치와 시

간 가치 고객만족을 매개변수로, 재이용의도를 종

속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련성 분석을

실시하 는데, 시간 가치와 화폐 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는 특징이 있다.

신종칠[10]은 개사의 능력․청취행동․ 응 매

행동․ 매 젠테이션의 효과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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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비스에 한 만족을 매개변수로, 재이용의도

구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련성분석을 실시하 는데, 분석결과 이들간의 련성

이 모두 유의수 5%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고객을 상으로 서비스품질이 구

매의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에서도 박남구

[11]는 서비스품질이 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 다.

다음으로, 디지털산업 컨설 서비스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이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최 석 등의

연구[12]에서는 신뢰가 고객만족 재계약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컨설턴트의 친사회 서비스가 계신뢰와 장기

계지향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신동주 등의 연구

[13]에서도 계신뢰가 장기 계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호 등[14]은 소기업인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신

뢰(역량기반신뢰) 계가 컨설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조은 의 연구[15]에서도 소비

자 신뢰는 구매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 이외에 박은 등[16]과 여찬구[17]도 시장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등에서 유사한 개념

을 밝혔다.

3. 동산 개 비스 질과 신뢰  

   재 용 도간   

본 연구는 공인 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도한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이경험한 부

동산 개서비스품질과 신뢰와 재이용의도간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 다. 본 조사는 2015

년 5월 11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부산지역에살고있

는 사람들을 상으로 총 500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231부를 회수하 고 불성실한 응답지 6부를 제외한 225

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1 사 상   특

먼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남성이 46.7%,

여성이 53.3%로 남성과 여성의비율에큰 차이가 없으며,

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72%를 차지하여 설문에 하여

비교 잘 이해하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단된

다. 한 연령측면에서도 30 에서 50 가 86.7%를 차지

하고 그 에서도 부동산 투자활동이 왕성한 40 와 50

가 65.8%를 차지하여 본연구목 을 한 표본의 분포

는 한 것으로 단된다.

①

(A) ㉠ ㉡

ⓐ 105 46.7

ⓑ 120 53.3

②

ⓒ 6 2.7

ⓓ 57 25.3

ⓔ 143 63.6

ⓕ 19 8.4

③

ⓖ 19 8.4

ⓗ 47 20.9

ⓘ 94 41.8

ⓙ 54 24.0

ⓚ 11 4.9

ⓛ 225 100.0

(A)items ㉠numbers ㉡percents ①gender ②education ③ages ⓐ

male ⓑfemale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or higher ⓖ20’s or less ⓗ

30’s ⓘ40’s ⓙ50’s ⓚ60’s or higher ⓛtotal

<Table 1> Sample descriptions

3.2 각 변수 간   

본 연구는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문지식, 태도, 상

호작용)이 신뢰에 미치는 향과 이것이 다시 재이용의

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 독립변수인 부동산 개서비스품질변수 문

지식은 부동산 련 문지식, 부동산시장에 한 지식과

정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악정도 등 3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고, 태도는 옷차림과 용모의 단정함, 친 한 응

답, 의와 정 정도 등 3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으며,

상호작용은 상담방법의 다양성, 거래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 정도, 고객과의 의견교환정도 등 3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신뢰는 고객 신상정보

의 보호정도, 물건에 한 설명내용과 실제 간의 일치정

도, 솔직함 정도 등 3가지 측변수로 측정하 다. 마지

막으로 종속변수인 재이용의도는 그 개사무소를 다시

이용하려는 정도,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정도, 개사무

소 이용시 가장 먼 찾아가고 싶은 정도, 개사무소에

서 권유하는부동산에다시투자하고 싶은 정도 등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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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변수로 측정하 으며, 이들 각 항목들의 측정도구는

리커트 5 척도를 활용하 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N=225, CMIN/DF=1.579, NFI=0.948, TLI=0.971, CFI=0.980,

PNFI=0.622, RMSEA=0.051

F1:Specialized Knowledge v13:real estate expertise v16:information

about real estate market v17:knowledge about real estate market

trends F2:Manner v19:well-groomed appearance v20:kindness

v21:courtesy F3:Interaction v25:various consulting methode

v26:coordin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v29:exchange opinions

with customers F4:Credibility v36: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ustomers v37:the match between actual content

and description about real estate v38:frankness F5:Request

Intention v43:revisit intention v44:much to recommend v46:the

brokerage service where you want to visit v47:willing to re-invest

in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broker

이들 변수의 추출은 먼 선행연구의 사용항목을 참

고하여 설문을 작성한 후 응답 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

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항목을 정제 하 다.

신뢰성이 검증된 최종항목에 하여 베리멕스 회 방법

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고유값 1이상, 요

인부하량 0.5이상 기 )하여 타당성을 확인한 뒤 그 결과

를 토 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본 분석을 한 자료의 합도는 합지수

(CMIN/DF: 기 2미만), 증분 합지수(NFI, TLI, CFI:

기 0.9이상), 간명 합지수(PNFI: 기 0.6～0.9사이),

기타지수(RMSEA: 기 0.1이하)가 모두 수용범 를 충

족시켜 모델의 반 인 합도는 충분한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측정모델의 경우 독립변수(부동산 개서비

스품질)인 잠재변수( 문지식, 태도, 상호작용)를 측정하

기 한 측변수들은 모두 유의수 1%하에서 잘 설명

하고 있고, 매개변수(신뢰)와 종속변수(재이용 의도) 역

시 측변수들이 모두 유의수 1%하에서 잠재변수를

잘 나타내므로 본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 ⓑ ⓒ ⓓ ⓔ ⓕ

v13<--F1

v16<--F1

v17<--F1

v19<--F2

v20<--F2

v21<--F2

v25<--F3

v26<--F3

v29<--F3

v36<--F4

v37<--F4

v38<--F4

v43<--F5

v44<--F5

v46<--F5

v47<--F5

1.000

1.181

1.154

1.000

1.287

1.238

1.000

1.148

0.947

1.000

1.033

1.078

1.000

1.039

1.097

1.021

0.768

0.864

0.812

0.739

0.876

0.874

0.757

0.839

0.721

0.793

0.866

0.848

0.892

0.901

0.905

0.890

0.089

0.093

0.101

0.097

0.090

0.088

0.073

0.078

0.051

0.053

0.052

13.244

12.444

12.757

12.735

12.729

10.801

14.075

13.749

20.380

20.637

19.79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ath, ⓑEstimate(regression weight), ⓒEstimate(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 value F1:Specialized

Knowledge v13:real estate expertise v16:information about real

estate market v17:knowledge about real estate market trends

F2:Manner v19:well-groomed appearance v20:kindness v21:courtesy

F3:Interaction v25:various consulting methode v26:coordin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v29:exchange opinions with customers

F4:Credibility v36: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customers v37:the match between actual content and description

about real estate v38:frankness F5:Request Intention v43:revisit

intention v44:much to recommend v46:the brokerage service where

you want to visit v47:willing to re-invest in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broker

<Tabl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s

상기의 사 분석결과를 토 로 실시한 <Table 3>

의 경로분석 결과, 유의수 0.05하에서 상호작용은 신뢰

에 양의 향을 미치고 신뢰는 다시 재이용의도에 양의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 상호작용은 재이용의도에 직

으로 양의 향을 미쳐, 결국 상호작용은 신뢰를 통

해 재이용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이

용의도에 직 으로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고객에게 부동산사무소의 재이용의도를 높

이도록 하기 해서는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고객과

의 상호작용이 가장 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

의수 0.1하에서는 고객에 한 태도도 신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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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F4<--F3

F4<--F2

F4<--F1

F5<--F2

F5<--F4

F5<--F3

F5<--F1

0.852

0.214

-0.131

0.086

0.296

0.680

0.016

0.790

0.174

-0.116

0.059

0.252

0.536

0.012

0.189

0.113

0.182

0.118

0.133

0.247

0.190

4.499

1.902

-0.720

0.726

2.221

2.752

0.086

0.000

0.057

0.471

0.468

0.026

0.006

0.931

ⓐPath, ⓑEstimate(regression weight), ⓒEstimate(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 value F1:Specialized

Knowledge F2:Manner F3:Interaction F4:Credibility F5:Request

Intention

<Table 3>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이들 각 개념들 간의 련성 정도를 살펴보는 직 효

과, 간 효과, 총 효과는 <Table 4>와 같다. 직 효과와

간 효과를 합한 총 효과를 볼 때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은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상호작용의 직 효과

와 신뢰를 매개로 하는 간 효과를 합한 총 효과가 0.73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국 고객으로 하여 부동산

사무소에 재방문의도를 갖도록 하기 해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

이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Standardized Total Effects

F2 F1 F3 F4 F5

F4 0.174 -0.116 0.790 0.000 0.000

F5 0.103 -0.017 0.734 0.252 0.000

Standardized Direct Effects

F2 F1 F3 F4 F5

F4 0.174 -0.116 0.790 0.000 0.000

F5 0.059 0.012 0.536 0.252 0.000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F2 F1 F3 F4 F5

F4 0.000 0.000 0.000 0.000 0.000

F5 0.044 -0.029 0.199 0.000 0.000

F1:Specialized Knowledge F2:Manner F3:Interaction F4:Credibility

F5:Request Intention

<Table 4> Standardized effects

4. 결

본 연구는 부동산 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

매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상으로 부동산 개서비스

품질( 문지식, 태도, 상호작용) 어떤 항목이 부동산

사무소에 한 재이용의도를 높이는 요인인가와이때 신

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한 실태를 분석하는데

을 두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이를

해 먼 부동산 개서비스품질을 나타내는 항목(잠재

변수)별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측변수)

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후 이를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변

수의 성을 확인하 다.

분석결과 상호작용은 신뢰를 매개로 간 으로 그리

고 직 으로 재이용의도에 양의 향을 미쳐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상호작용서비스와 신뢰

감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지식과 태도는 재방문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는 10% 유의수 하에서 신

뢰에는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는 요즈음 경쟁이 날로 치열

해지는 부동산 개사무소들이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

이기 해서 운 상의 을 부동산 개서비스품질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에 한 단 를 제공함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한 설문을 국규모로 하여 분

석결과의 일반화는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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