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41

http://dx.doi.org/10.14400/JDC.2016.14.9.241

수·출입 물류서비스품질이 충성도에 미 는 향에 관  

실증 연구

신 진*, *, 한경 **

숭실 학  경 학과*, 숭실 학  경 학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rade Distribution Service 

Quality on Loyalty

Myoung-Jin Shin*, Seong-Bae Park*, Kyeong-Seok Han**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약 본 연 는 수·  물 비스  질에 향  미 는 에 해 하 다. 존 행연 에 는 

적  물 비스  통한 업 과  다 다  본 연 에 는 물 비스에 한 질 에  고객만족  접점  

해 접근하 다. 수·  물 비스  전 적 로 담당하는 리  상  사람들  상 로 수·  물 비스에 

한 질  고객만족, 충 도에 미 는 향  알아보았는   결과  보 , 수  물  비스 질  고객 만

족에 미 는 향에  신뢰 , 적시 , 지원체계가 정적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 , 체계  향  없

는 것 로 나타났다. 또한, 수  물  비스 질에 한 고객만족  충 도도에 정적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다. 결과에 라 , 수·  물 비스에 한 질  고객만족  통해 종적 로 충 도에 정적

 향 계가  검 하 다. 본 연  결과  로 업간  계에  수·  물 비스에 한 각각  

질  우 순 에 맞게 지  보 한다  존  계보다 욱 향상  계  어갈 수  것 로 다.

주제어 : 수· 물 비스, IT 리 비스, 정보시스 , 비스 질, 고객만족, 충 도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at there are main caus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trade distribution 

service. It means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e how the quality on trade distribution service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with managers or higher who are responsible for trade distribution service 

overall. In accordance with analysis results, main caus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Support System) have a 

good implication for the quality of trade distribution, and Tangible has little influence. Moreover,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n trade distribution service has a positive impact on loyalty. Subject to the 

results, quality components of trade distribution service was ultimately verified that i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oyalty via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is confidently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n trade distrib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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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던 철강산

업도 바야흐로 수익, 성자시 로 어들었고 국

산업의 양 팽창으로 인한 공 과잉 상과 맞물려 수요

한 감하고 있는 형편이다[1].

기업의 구조는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경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출입 물류활동의 역이 더욱 로벌

화 되어 가고 있다. 이는 렴한 비용에 의한 생산의 추

구, 신시장의 개척을 한 매시장의 로벌화 추세, 그

리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해져가는 소비

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해 상품의 유통경로가 로벌

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매에 이

르는 기업 유통경로의 로벌화는 기업의 무역 물류 리

범 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 확산시켜 로벌 무

역 물류를 출 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료의 조달과 제품의 생산 매활동의

과정이 세계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경 의 새

로운 략 요소로서 로벌 수·출입 물류의 요성이

증 되고, 국경 없는 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해서

는 치열한 경쟁 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로벌 물류는 물류활동의 범 와 시간의 차이 등이

국내물류와 질 , 양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

내 물류와는 달리 수송경로가 복잡하고, 더 높은 물류비

용과 리드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족을 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만이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우 를

확보 할 수 있다.

1960년 한국의 무역규모는 3억 불에 불과하 으나,

1990년 후반부터 상승추세를 보이며 꾸 한 성장을 거

듭하여 최근에는 무역 1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평균

18%에 이르는 속한 성장 규모로 인해 무역 업무를 신

속히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도 존재하게 된다. 무역업무

의 증가로 인한 처리장애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무역경

쟁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곧 우리나가 경제가 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우리나가 경제가 성장하고 유지되기 해서

는 내수시장 확 도 필요하지만, 무역이 지속 으로 뒷

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해 국가 으로 기업이 무역실

을 높일 수 있도록 극 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과 기업의 거래를 뒷받침 할 기업 스스로의 다양한 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에 있어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연구되어진 서비스

품질의 각 요인들을 토 로 어떠한 품질 요인에 만족 하

고 있으며, 각 요소들 에서도 우선순 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각각의 품질 요인들이 고객만족으로 이루

어지며, 이를 토 로 재 계약 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

는 끈끈한 유 계를 가지는 충성도를 형성하고, 새로

운 기업에 해서는 더 나은 품질요인으로 인해 고객만

족의 도달로 이어지는 과정을 악함과 동시에 실

증 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간에 더 나은

만족과 유 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 한다.

2. 론적 연  

2.1 수·  물 비스

기존의 물류서비스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의

특성 품질에 한 요인이 최종 으로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다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류서비스를 수·출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내

용의 확장성과 품질에 따른 근본 인 고객만족과 최종

으로 충성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을 맞추

었다[26,27].

수·출입 물류서비스란, 국가 간 분산된 생산 매

거 들을 효과 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제품의 흐름을 효율화하고 지속 으로 리하는 것으

로서, 유통비용의 감과 고객서비스 수 의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는 생산 략 마 략의 요요소이고

국내활동에 비해 그 발생비용이 큰 만큼 그 략 가치

가 큰 부분이다[2].

Mentzer et al.(2001)은 물류서비스 품질 구성요소로

재고 이용성, 주문배송 사이클의 지속성에 있어서의

시성 주문완료에 한신뢰성을제시하 고[3], Rabinovich

and Bailey(2004)도 재고 이용성, 주문배송 사이클의 지

속성에 있어서의 시성, 그리고 주문완료에 한 신뢰

성을 제시하 다[4].

이 듯 물류서비스 구성요소에 해 학자들마다 물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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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주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로는 시

성, 정보이용성, 주문정확성, 배송의 일치성, 재고의 이용

가능성, 제품상태, 주문편리성, 종업원의 태도 매능

력, 불만제기, 배송시간 등을 들 수 있다[5].

2.2 비스 질

서비스 품질은 제공된 서비스 수 이 고객의 기 를

만족하게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고객의 기 를 일

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무형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알아내기 해

SERVQUAL이라는 서비스품질 측정방법을 5가지 차원

공감성, 반응성, 신뢰성, 유형성, 확신성과 22개 측정항목

을 제안했다[6]. 공감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 개별

심이나 주의를 주는 정도, 반응성은 즉각 인 서비

스의 제공과 고객을 도우려는 자발 인 모습에 한 정

도,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고객이 믿을수 있고, 약속

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한 측정, 유형성은 외

물 설비, 장비 종업원의 외모에 한 측정, 확신성은

정 한 확신을 달하는 직원들의 능력이다.

2.3 -  론

기 -일치 이론(Expectation- Confirmation theory,

ECT)는 마 ,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론으로서 고객의 만족과 행 를 설명하는 이론이다[7].

기 -일치이론은 소비자들이 제품 서비스의 성과

를 단함에 있어 사 기 와 비교 분석하여 만족을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 의 정의는 Tolman의

기 이론으로부터 생된 것으로, 일반 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요구되는 속성을 인지하는 소비자들의 신념으

로 정의된다[8]. 이것은 제품 지속구매 의도와 충성도와

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되어온 이론이다. 기 -

일치 이론은 소비자들의 만족 평가가 제품 평가와 기

수 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약 제품 성과가 기 보다 커서 정 인 일치가 발생하

는 경우에 만족이 상승하나, 반 로 제품성과가 기 에

못 미치는 경우에 만족은 감소할 것이라고 상한다. 따

라서 기 일치 이론은 소비자의 사 기 와 실제 제품

의 성과 간의 일치 혹은 불일치 정도가 소비자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지속구매 의도와 충

성도가 형성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 행동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신제품의 역에 범 하게 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 기존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상품이나 기술 련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보편 인 구매 후의 행동을 이야기한다

는 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4 만족

만족은 행동의 하나로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며 이

를 설명하고 측하는데 필수 인 개념이다.

PZB(1994)는 욕구와 기 에 부응한 그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 고[9], Oliver(1997)은 충족상태

에 한 반응으로서 제품/서비스의 특성 는 소비에

한 충족 상태를 유쾌한 수 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 는

가에 한 단으로 정의하 다[10].

2.5 충 도

충성도라는 개념은 원래 사회 심리학 용어로서 오

래 부터 사용되어 왔고,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

서든지 그 시장은 서로 다른 충성도를 보이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Oliver(1997)의 충성도 개념은 인지, 감성, 의도 형태

를 따르고 있으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9]. 그는

소비자들이 태도 발 구조의 다른 요인에 계되는 각

태도 국면에서 충성 으로 되어 짐을 주장하 다.

PZB(1988)는 고객의 심을 넘어서서 조직의 심에

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진자로서의 고

객역할을 의미한다. 소비자 매력과 조직에 한 충성도

로서 우호 인 구 과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 한 선호

고려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6].

3. 연 형  가

3.1 연 형 계

본 연구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에 서비스품질을 용

하고 기 -일치이론과 함께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담당

하는 리자를 상으로 서비스의 개선 증진, 사업자

의 꾸 한 이익을 증 시키는 요소에 해 밝 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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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체계성은 TAN, 신뢰성은 REL, 시성은 RES, 지

원체계는 SS, 서비스 만족은 CS, 충성도는 LOY로 표기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 정

3.2.1 비스 질 평가연

서비스 품질의 속상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직

평가하기 방법 보다는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인식평가라고 할 수 있다[11,12].

서비스 품질의 표 측정모형은 Parasuraman이 개

발한 SERVQUAL이 있으며[10], 이를 기반으로 10가지

향요인 상 품질 차원으로서 체계성, 신뢰성, 시

성, 지원체계로서 구성 하 으며 요한 은 고객이 기

하는 서비스 특성에 한 계를 알아보고자 4가지 속

성을 용하 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

여 수출입 물류 서비스와 련하여 각각의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체계성, 신뢰성, 시성, 지원체계를 최종 4

가지 요인으로서 선정하 다.

3.2.2 고객만족도  충 도  행연

기 일치모형에서 나타나는 기 는 서비스이며, 즉 서

비스일치는 사용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8]. 다른 변수들 보다 고객만족에 더 큰 향

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 일치모형[7]은 아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검정된 기 일치이론을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에 성공 으로 용되었다[13].

Keiningham et al의 연구에서는[14]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의 고객만족이 이루어진다면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행동 패턴으로 이어진다

는 제를 수용하고 있다. 지속 계 유지를 해 기업

은 고객만족을 핵심개념으로 보았고, 한편 품질과 만족

도 계에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제품 서

비스에 한 만족도가 장기 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

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15].

고객 유지는 실제 이용의 행동과 지속 인 이용의향

의 태도를 총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16]. 고객만족에

한 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17].

Bearden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은 평가 상에 정

인 태도를 형성하며, 정 태도는 재구매의도를 증

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8].

충성도에 한 연구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역동 인

심리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로 보며, 몰입

(Commitment), 정 태도, 사 지식, 일치감, 믿음에

해 뒷받침되는 성향이라고 하 다[19]. 한, 고객의 만

족은 고객충성도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으

로 이어진다는 연구는 끊임없이 증명되어 왔다[16].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수출입 물류 서비스에 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충성도에 유의 인 향 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입 물류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만족, 그리고 최종 으로

충성도 간의 향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실  결과

4.1 료수집  통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해 리쿼트 7 척도(Likert 7 scale)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실증분석 하 다. 설문 상은 수·

출입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리자를 상으로 하 다.

자발 참여를 제로 총 240부의 설문을 오 라인으로

배포하 으며, 213부를 회수되었다(회수율 88.75%). 회

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을 한 22부 설문지를 제외

하고 나머지 19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도구

로는 기 통계분석을 해 SPSS를 활용, 구조모형과 거

설검증을 해서 AMOS를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은 에 <Table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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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18 61.8

Female 73 38.2

Age

10-19 5 2.6

20-29 48 25.1

30-39 63 33.0

40-49 43 22.5

50< 32 16.8

Type of

Business

Technical/

blue-clollar job
7 3.7

Sales/Marketing 46 24.1

management/Office 91 47.6

Specialized 21 11.0

Self-employ 20 10.5

Public officer - -

etc 6 3.1

Position

Executive 83 43.5

Manager, Assistant

manager
43 22.5

Section head 65 34.0

Turnover

20-30(bil) 43 22.5

30-40(bil) 73 38.2

40-50(bil) 47 24.6

50-60(bil) 13 6.8

60<(bil) 15 7.9

<Table 1> The result of Demographic data

4.2 탐색적   신뢰도 검정 

탐색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 공통 으로 내재된 요

인을 악하기 해 공분산과 상 계 등의 상호 연

성을 악하여 연구에 활용된 변수 자료의 값을 잘

표할 수 있는 변수를 악하여 변수의 개수를 이는 기

법이다. 상 계가 높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의 공

통성을 심으로 하여 동질 인 요인으로 묶어주고 이를

통해 과다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해석의 불명

확함을 여주어 정보에 한 이해와 추가분석을 용이하

게 해 다. 요인분석을 한 요인 추출방법은 최 우도

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고 회 방법은 직각

회 방법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회 방식을 사

용[20]하 다. 그 결과 <Table 2>, <Table 3>와 같이 요

인 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으로 각 변수간 타

당성이 확보되어 최종 측정 항목을 선정하 다. 마지막

으로 내 일 성을 검정하기 하여 실시한 크론바 알

계수(Cronbach’s  )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0.7 이상

[21]으로 내 일 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판별타당

측정 모델의 합도가 양호하다고 단되었으므로 확

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측정 항

목에 하여 개념 신뢰도와 집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

다. 척도가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으려면 표 화계수가

0.7 이상이면 이상 이고 지표의 내 일 성을 측정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역시 0.7이상이면서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개념에 하여 지표

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인 평균분산 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이상[22] 이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Constructs 1 2 3 4 5 6

Cronba

ch's



TAN

0.321 0.311 0.682 0.345 0.252 0.152

0.961
0.371 0.335 0.649 0.269 0.343 0.208

0.346 0.357 0.652 0.341 0.239 0.239

0.324 0.362 0.685 0.313 0.284 0.186

REL

0.337 0.341 0.395 0.581 0.330 0.257

0.973

0.436 0.321 0.349 0.630 0.273 0.195

0.370 0.296 0.450 0.593 0.223 0.230

0.339 0.392 0.385 0.632 0.268 0.195

0.381 0.418 0.327 0.623 0.246 0.223

RES

0.289 0.730 0.322 0.226 0.292 0.228

0.971

0.288 0.738 0.240 0.280 0.314 0.187

0.324 0.742 0.294 0.273 0.237 0.203

0.363 0.684 0.323 0.287 0.254 0.226

0.349 0.686 0.264 0.284 0.313 0.189

SS

0.302 0.377 0.283 0.294 0.698 0.187

0.960
0.343 0.361 0.316 0.296 0.655 0.216

0.377 0.454 0.310 0.204 0.569 0.270

0.363 0.423 0.326 0.214 0.589 0.268

<Table 2>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Constructs 1 2 3 4 5 6
Cronbac

h's 

SS

0.352 0.382 0.271 0.279 0.431 0.537

0.963
0.438 0.416 0.241 0.325 0.337 0.510

0.478 0.364 0.285 0.285 0.303 0.559

0.454 0.371 0.300 0.287 0.277 0.559

LOY

0.767 0.291 0.242 0.257 0.298 0.200

0.978

0.795 0.327 0.246 0.248 0.216 0.212

0.814 0.263 0.287 0.227 0.232 0.180

0.781 0.297 0.304 0.266 0.225 0.179

0.637 0.341 0.266 0.374 0.283 0.274

<Table 3> The result of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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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18을 이용해 잠재 변수들 간 타당성과 신뢰성

을 검정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이 최 0.860,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최

0.576로 나타나 집 타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측정 변수에 한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The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Value)이 개념 변수 간의 상 계수

(Correlations) 보다 크면, 변수 사이에는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Fornell & Larcker(1981)의 방법을

이용[23]하 다. 한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별 타당성 검정을 실

시하 고 Amos에서 제공하는 Correlations 계수와 부트

스트랩을 통한 유의수 을 기재하 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각 구성 변수 개념 간의 상 행렬을 나타낸

것으로 각 변수 사이에서 구한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곱

근 값(The Square Root of AVE)이 각 변수의 상 계수

보다크기 때문에 구성 변수 개념 간에 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Constructs CR AVE TAN REL RES SS CS LOY

TAN 0.937 0.788 0.888

REL 0.957 0.818 0.873 0.904

RES 0.951 0.794 0.869 0.88 0.898

SS 0.941 0.799 0.885 0.878 0.883 0.894

CS 0.936 0.793 0.87 0.9 0.895 0.878 0.891

LOY 0.951 0.796 0.827 0.852 0.81 0.832 0.887 0.892

*P<0.05, **P<0.01, 2-tailed

- Diagonal number are Square Root of The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off-diagonal are Correlations coefficient via Amos

<Table 4> The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4.4 조 정식  적합도 검정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검정하 다.  ²값이 기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²값에 한해서는 외가 있으며 표본수가

늘어나면 p가 0.000으로 회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²값에 의해 제안된 측정 모델이 부 합하다고 나올지라

도 이 지표만으로 측정 모델이 합하지 않다고 단해

서는 안되며 부 합하다고 검정 을지라도 실제로는

합한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 합도를 결정해야 한다[23]. 그 결과 아

래 <Table 5>와 같이 모델 합도 지수가 부 수용기

에 만족한 결과를 보 다.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range

Absolute fit

index

 ²(CMIN)p
497.362

(0.000)
p≦0.05～0.10[25]

 ²(CMIN)/df

(Q)
1.727 1.0≦CMIN/df≦3.0[25]

RMSEA 0.062 ≦0.08[25]

RMR 0.040 ≦0.08[25]

GFI 0.844 ≧0.8～0.9[25]

AGFI 0.810 ≧0.8～0.9[25]

PGFI 0.692 ≧0.5～0.6[25]

Incremental

fit index

NFI 0.942 ≧0.8～0.9[25]

NNFI(TLI) 0.971 ≧0.8～0.9[25]

CFI 0.975 ≧0.8～0.9[25]

Parsimony fit

index

PNFI 0.835 ≧0.6[25]

PCFI 0.864 ≧0.5～0.6[25]

<Table 5> The result of Model fitness test

4.5 연 형  검

가설에 하여 실증 분석한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 [Fig. 2],<Table 6>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향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Amos 18의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6>와같다. 상 으로 더큰 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알

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 요도를 고려한 표 화 계

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사용한다. 표

오차(Standard Error: S.E.)는 모수치의 정확도(안정성)

을 의미한다. 가설의 채택 여부는 C.R.(Critical Ratio)값

이 ±1.96이상, 유의수 값(P-Value)은 0.05이하를 기본

기 으로 하여 단한다.

[Fig. 2]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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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value
Results

<-

CS

TAN -0.049 0.099 -0.502 0.616 X

REL 0.376 0.094 3.883 *** O

RES 0.173 0.075 2.086 0.037 O

SS 0.482 0.097 5.331 *** O

LOY CS 0.884 0.059 17.75 *** O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각각의 변수별 실증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성,

시성, 지원체계는 서비스 만족에 정(+)의 향을 미쳤으

나 유형성은 서비스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았

다. 서비스 만족은 충성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4.6 조절효과  결과

앞서 연구 가설들의 검정 결과를 도출했고 그 가설들

이 업종, 직책, 사용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하여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방

법은 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

를 통해 개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고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Z-Statistics, Z-통계량)로 단한다.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Group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position1 position2,3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C

TAN 0.174 -0.150
-1.615

(No difference)

REL 0.080 0.534***
2.336

(difference)

RES 0.054 0.190
0.903

(No difference)

SS 0.672*** 0.405**
-1.436

(No difference)

LOY SC 0.910*** 0.873***
-1.684

(No difference)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7> Type of position Group Hypothesis 

Comparison

지 에 따른 조 효과 차이에서는 신뢰성이 고객만족

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차·부장, 과장 이하의 리자가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Group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turnover1,2 turnover 3,4,5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C

TAN -0.107 0.090
0.973

(No difference)

REL 0.422*** 0.180
-1.201

(No difference)

RES 0.159 0.329
0.751

(No difference)

SS 0.512*** 0.381*
-0.531

(No difference)

LOY SC 0.873*** 0.905***
0.465

(No difference)

p < 0.001 **: p < 0.01 *: p < 0.05

<Table 8> Turnover Group Hypothesis Comparison

매출규모에 따른 조 효과 차이에서 40억 미만, 40억

이상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서비스에 한 요성이 날로 더해가면서 고객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업생존의 제1조건이 되면서

만족을 한 반 인 분 기가 서비스 업종은 물론 사

회 반 으로 우선시 하는 것이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류시스템의 연구와는 달리 서

비스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입 물류서비스품질에 한

수·출입 련 업체 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

여 기 일치와 만족을 통해 수·출입 물류서비스에 한

충성도와 거래 기업을 상으로 지 , 매출규모에 의한

서비스품질의 차이를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정하고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형성, 신뢰성, 시

성, 지원체계의 4가지 변수를 추출하 고 각각의 품질요

소가 충족되었을 때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며 최종 으

로 충성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가

설의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 다.

첫째, 수출입 물류서비스에 한 품질은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 4가지 차원 신뢰성, 시

성, 지원체계는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으

며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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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입이 된 물건을 받아서 유통되는 구조이기 때문

에 거래에서 끝나기 보다는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유연

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건에 한 질 수 이 높으며 정직한 거래로

서 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우선 시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직원들의 외모 응 등의 면 면 으로의

서비스가 낮더라도 체 인 거래에는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객만족 요인은 충성도 요인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며 각각의 서비스 품질을 만족하는 회사일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 고객만족이 높을

수록다른 업체에 비해 재 계약된 업체를 호감 있게느

끼며 물품 선정 시에 거래업체를 우선 으로 고려

상에 넣으며 앞으로 계속 인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리자 지 에 따른 조 효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신

뢰성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임원 이상의

리자보다 차·부장, 과장 이하의 리자가 더 강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를 살펴보면 최종결

정을 내리는 임원 이상의 리자보다는 장에서 여러

항목을 통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선정하는 리자 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최종결정은 임원 이상에서 하지만 결

정했을 때의 결과를 피부로 맞닿는 사람 한 자·부장

과장 이하의 리자이기 때문에 거래업체간의 신뢰를 무

엇보다 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고객만족 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도기

때문에 이러한 향 계에 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 듯,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거래 시 각 서비

스 품질에 한 우선순 를 정함으로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고객만족 의 치를 높일 수 있게 각 요인들에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거

래 는 업체 간의 계에 정 인 생각을 갖는 업체들

에 한 지속 심을 높이기 하여 로모션이나 피

드백을 지속 으로 유지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처능

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도

요하지만 거래 계에 있어 가장 근본 인 요인들을

가장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더 요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이를 통해 업체 간 거래 시에 상 거래업체가 어

떤 것을 요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

각하는지 고려한다면 신뢰를 기반으론 한 계뿐만 아니

라 추후의 거래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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