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 산업재 B2B 거래시 에  비스품질  

지 매 도에 미치는 향

황문 1, 한경 2*, 문3, 현 3

1숭실 학  IT 책경 학과 사, 2숭실 학  경 학  수, 3숭실 학  IT 책경 학과 사과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f Industrial Chemical Product B2B 

Transactions on Intention to Repurchase

Moon-Sung Hwang1, Kyeong-Seok Han2, Yeong-Mun Lee3, Hyeon-Jeong Kwon3

1Ph.D. of Dep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2Professor of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3Dept. of IT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약 본 연구는 산업재 B2B 거래시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상으로 재 산업재 B2B 거래시장에서의 서비스품질이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수집한 설문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 으며, 신뢰

도분석, 타당성분석, 별타당성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의 합도 검정을 통해 최종 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최종 으로

력업체와 발주업체의 차이분석, 산업재 구매기업 종사자와 개발자의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분석 결과는 정보교환

용이성은 계만족과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 고, 응성도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하지만 제품서비스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응성, 신뢰성은 계만족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인 계만족은 계의 질, 지속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고, 최종 으로 계의 질은 지속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산업재 B2B 거래시장 안에서 공 업체와 구매업체 간 계강화에 직간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B2B 거래를 하는 업체들에게 략 수립의 기 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된다.

주 어 : 산업재, B2B, 서비스품질, 지속구매의도, 화학제품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the current industrial product B2B 

trading market on the degree of sustainable purchase for employees engaged in industrial product B2B trading 
market. We gathered data from questionnaires from employees who worked in the industrial product B2B trading 
market for this research.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through the collected questionnaire materials and finally 
the research model is finally verified using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discrimination valid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fitness test, and finally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ooperating companies and vendor,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ompanies engaged in purchasing industrial materials and develope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did not positively influence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relativity satisfaction with eas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adaptability did no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However, product service exchange, product development cooperation, adaptability, correspondence, reliabi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relation satisfaction. Relationship of parameters The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the degree of sustainable purchase, and 
eventually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ach successive purchase. By us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factor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s and purchasers in the industrial material B2B trading market and provide the basis 
for strategy to B2B trading companies It seems to be meaningful to offer.

Key Words : Industrial Product, B2B, Service Quality, Intention to Repurchase, Chemical Products 

*Corresponding Author : Kyeong-Seok Han(kshan@ssu.ac.kr)

Received March 14,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April 30, 2018

Published May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5, pp. 173-183,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5.173



한 디지 책학회논문지 16  5호174

1. 론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산업재 산업은

로벌 경제 기와 경제상황에 한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고객들의 소비가 축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제조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에 지

감과 품질 향상에 하여 최 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로벌 시장 속

에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재 시장은 다른 나라의

기업과 장기 트 쉽을 통하여 동반성장의 기회를

지속 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한 해외

거래기업과의 장기 이고 지속 으로 정 계를 형

성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확장된 시장에서 선 우 를 가져 갈 수 있다는 에서

산업재 시장에서 거래기업 간의 장기 인 트 쉽 강

화가 매우 요한 경 과제로 연구되고 있다. 화학 산업

재 B2B(Business to Business)환경에서의 기술 진화

와 더불어 경쟁 심화로 인하여 제품의 독 을 갖기 힘들

어지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업의 생존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시장 내에서의 경쟁구도가 확보되지 못

한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보다 쉽고 싸게 확보

할 수 있으나, 시장 내에서의 경쟁구도가 강화 될수록

필요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경쟁의 집 도가 높은 로벌 시장의 특성 상 경

쟁기업이 많아질수록, 기존에 석유화학산업을 선 한 기

업의 극심한 견제를 극복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필

요한 주요자원을 확보해야 경쟁 기업 간의 우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내에서의 석유화학산업 기업

과의 계강화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이는 기존의 시

장에서 인 경쟁 우 요소로 각 받던 제품 기술

력 는 기존 마 믹스만으로는 작용할 수 없음을 밝

히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업 간에 계마 구축을 통

하여 지속 인 거래 계 형성이 시장 내에서 주요한 경

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 간의 성공 인

거래 계 형성이 주요 략으로 고려되고 있으며[1], 기

업 간의거래 시 화학산업재 B2B 시장은 지속 인 거래

계의 성과로서 제시된 계강화에 하여살펴볼 필요

가 있다. 화학 산업재 B2B 시장 안에서 기업 간의 계

상태를 악함으로써 구매자는 매출 성과와직결되는 경

략을 수립하고, 공 자는 효율 인 자원투입

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인 거래 계를 구축할

수 있는것이다. 기존선행연구들은 거래 계 활동에

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보다는 산업재에 한 연구들이

많았고, 독립 변인의 미비함과 동시에 기업규모에 한

정 한 비교가 미흡했던 에 있다. 본 연구는 화학 산

업재 B2B 시장 내에서 공 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 인

계유지로 인한 성과를 악하기 해 기업 간의 거래

에 있어 경제 요인과 행 요인을 포함하게 되는

계강화와 이에 따른 향 계에 한 선행요인들을 분

석 연구하 다. 한, 기하 수 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 이고 정확한 자원 활용과

략을 수립하기 한 잠재 요인들에 하여 살펴보고

보다 넓은 에서 근하 다. 이로 인해, 꾸 한 거래

계 활동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내외

으로 기업 고객사와의 우호 인 자원투입과 략수립을

보다 집 으로 단하는데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론  연

2.1 화학 산업재

석유화학산업은 1920년 로필 가스를 통해 이소

로필 알코올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하 다.

세계 2차 (1939년~1950년) 사이에 석유화학산업 공

정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섬

유의 개발이 본격 으로 발 하게 되었다.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석유화학산업은 천연재료를

극 활용하여 공 에 한계가 있는 단 을 극복함으로써

가공의 용이성과 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체되어

왔다. 그리고 경제발 과 인구증가에 힘입어 인류의 생

활양식의 발 에 이바지한 산업재이다.

2.2 비스품질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한 서비스 수 이 소비자의

기 에 한 만족감을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 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표 인 특징인

무형성에 한 특성을 함의하고 있는 서비스품질의 결정

요인을 연구하기 하여 SERVQUAL이라는 측정방법

신뢰성, 반응성, 유형성, 확신성, 공감성 5가지와 22개의

측정항목을 제안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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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2B 비스품질

기존 서비스품질 선행연구를 토 로 마 연구자들

은 B2B시장에서의 서비스는 소비재에 한 서비스와 비

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B2B 시장

내에서 특히 제품과 련한 서비스는 보통 조직 내의 필

요성을 만족시키기 하여 소비재 시장속에서의 서비스

를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고있다. 이

듯 소비재 시장에서의 B2B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니

즈에 한 복잡성이 큼으로보다 기술 인 성향이 있다.

이를 같은 을 고려하여 B2B 시장 내에서의 서비스는

소비재시장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형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B2B 시장에서 고객서비스 측면은 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으

며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8].

특히 B2B시장에서의 거래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된 계

약을 통해서 단순히 제품을 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

니라더 확장된 고객의 니즈를 채워 수있는 종합서비

스 형태를 지니고 있다.

2.4 IMP그룹과 상호 용 론

조직 간의 거래 계에 한 연구는 1970년 마

분야에서 시작 되었다. 창기 연구에서는 산업재 구매

자의 행동을 단기 이거나 일회 인 교환행동으로 보았

으나 1980년 에 이르러 단순한 교환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조직과 구매조직 간의연속 인 계

교환의 측면에서 구매자의 산업재 구매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특히 1976년에 북유럽 5개국에서 시작된

IMP(Industrial Marketing and Purchasing) Group 연구

는 산업 재에서 구매자와 공 자 간의 계연구는 그 규

모의 방 함과 더불어 학문 인 력을 감안할 때 마

연구에서 계차원을 연구하는데 있어 계의 상호

작용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서 커다

란 역할을수행했다고 말할 수있다[3]. 연구자들은 구매

자와 산업재 공 자간의 거래를 사회교환이론과 거래비

용이론등을 바탕으로조직 간의측면에서 조사하 으며,

이후 거래 계연구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개념 배경

을 제시하 다. 1980년 시장에서 유통과 산업재와

련하여 구매자와 공 자 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거래 계의 장기화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4].

2.5 IMP상호 용   산업재 B2B 비스품질

기존 산업 내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공 자의 계에

한 과정과 특성을 알기 하여 개념 체계와 해석상

의 략을 발 시키기 한 노력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

표하 으며, 이러한 연구는 구매자와 매자간의 계를

상호작용 모형으로 변경시켜 발 하 다[6].

선행연구를 토 로 구매자와 공 자 간의 가깝고 상

호작용 인 부분을 계의 심으로 두는 개념과 모델을

사용했다[7].

[7]에 의하면 시장에서 B2B는 구매자와 공 자간의

계 측면에서 연구하려 할 때는 상호작용 모델인

European IMP Group이 가장 하다고 주장하 다.

IMP 모형은 산업재 시장에서 기업 간의 거래 계에서

형성되는 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을 개념화

하 다는데 큰 향을 두고 있다.

IMP 상호작용 모형에서 주된 은B2B 시장에서서

비스품질의 측면은 여러 상호작용 속에서 생되는 계

기능에 을 두고 있다.

2.6 계만

계만족을 보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특정거래에서의

일차원 형태의 결과물이 아닌 계에 한 과정에서

된 감정”으로 인한 포 이며 계 인 경험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4]. 이는 거래를 하는데 있어 거

래와 제품에 특화된 만족은 특정 거래에 한 고객경험

과 제품의 만족에 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반면 계

만족은 계의 수명기간에 걸쳐 반 인 제품을 거래하

는데 발생하는 총체 인 고객경험을 다루고 있는 에

차이가 발생한다[9]. 즉 계만족이란 특정제품 는 특

정거래에서 나타나는 만족이라기보다는 구매업체와 공

업체 간의 총체 인 고객경험을 심으로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계의 만족에는 각각의 거래과정 속에서의

경험들을 종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된 반 인

평가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발생되는 거래경험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발 된

의 감정의 형태로 말할 수 있다[10].

2.7 계  질

계의 질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산업재 시장은 소비재 시장과는 다르게

공 자와 소비자 간의 계의 질은 보다 직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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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미치기 때문에 소비재 시장보다 더 요성이 크

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이고 계 인 측면에서 향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알아보기 한

연구에서 많은 요인들 새롭게 ‘ 계의 질’이라는 개념

을 발표하 다[11].

계의 질을 교환 트 즉 거래에 참여하는 공 자

와 수요자 간의 만족, 신뢰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기회주

의로 말하고 있다[12]. 한 계의 질을 서비스품질과

련하여 서비스품질과 계의 질의 계를통하여 연구

하 다[13]. 서비스와 련하여 구매자와 공 자간의 꾸

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비스품질이 향상되며 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계의 질을 높여 결과 으로 정 인

구매행동에 향을 주게 되며 구매행동으로인해 기업의

이익 가격의 리미엄과 고객유지 등의효과를 제공한다

는 제시하 다.

이 듯기업간의거래의 계의질은기업성과에주요

한 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지속 인 교환활동

을 통해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매자와 공 자와의 지속 계를 최우선으

로하는시장내에서는 그 요성이 더 커지고있다.

2.8 지 매 도

의도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생각 는 계획되어진 미

래의 행동에 하여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와 의도

가 행 로 이어질 확률들을 의미한다. 지속구매 의도는

만족 이후의 후속행동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자신의 확신을 통하여 자신이 제품을 재구

매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제품을 함께 동반 구매하거나

정 으로 추천하려는 의도에 향을 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지속 인 구매 의도는 고객이 서비스에 하여

정 인지 부정 인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즉 제공

한 서비스에 하여 사용자가 정 으로인지하면 서비

스에 한 지속 인 구매에 향을 미칠 것이며, 부정

으로 인지한다면 상 으로 구매에 하여 반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지속구매의도에 한 기

존연구들을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의 만족과불만족이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자가 인식한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에 의하여 구매의도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향을 받고 지속구매에 직 인 인과 계가

있다는 을 의미한다[14].

3. 연 형

Fig. 1. Reserch Model

3.1 B2B 비스품질  행연

서비스품질과 만족은 마 이론과 실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15].

소비자는 B2B 거래에서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

을 때 이를 바로잡는 평가를 하게 되며, 소비자는 공 자

로부터 자신의 요구사항에 하여 잘 응되고 자발 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서비스품질

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에게 기 하는 수 과 비슷하거

나 높게 제공 받는다면 수요자는 이성 으로 자신이

우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공 자에 해 만족 하게 된

다[16]. B2B 서비스품질을 IMP 상호작용 모델에서 용

하여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용이한 향

을 주는 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조직 내에서 소비자들

이 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을 여러 경로에서 지각

하게 된다. 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은 공

자의 제품에 한 성과와 직결되는 요한 변수이기도

하며, 제품에 해 느끼는 품질의 경쟁력과 수 에 있어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 공 자간의 커뮤니 이션과 계구

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 계의 질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와 공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 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

축된 계는 재 구매의도, 공 자의 서비스 만족, 그리고

가격 민감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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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품/ 비스 환

본 연구에서 제품/서비스 교환은 화학재 공 업체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의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5개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제품/서비스 교환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7: 제품/서비스교환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2 보 환 용

본 연구에서 화학재 공 업체와 구매자 간의 정보나

기술을 교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4개의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H2: 정보교환 용이성은 계만족에정(+)의 향을미

칠 것이다.

H8: 정보교환 용이성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3 품개 협력

본 연구에서 화학재 공 업체와 구매자 간의 제품이

나 원재료 공 간의 갈등 등을 해결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 으며 총 4개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

래와 같다.

H3: 제품개발 력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9: 제품개발 력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1.4 

본 연구에서 화학재 공 업체와 구매자 간의 기술

개선과 상황이나 방침에 한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4개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

와 같다.

H4: 응성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응성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1.5 

본 연구에서 구매자에게 화학재 공 업체가 심이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4개의 측정항목

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H5: 응성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응성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1.6 신뢰

본 연구에서 매자가 화학재 공 업체를 신뢰하는 정

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4개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H6: 신뢰성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신뢰성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 계만 , 계  질과 지 매 도  행

연

계만족이 지속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

증 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증명하 으며[17], 만족이

지속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18].

독립요인인 서비스품질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

으며, 만족은 지속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하 다[19].

부분 많은 산업에서 교환은 공 자와 수요자간의

지속 인 계약이나 장기 인 상호작용의 계에서 좌지

우지 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되는 계의 질은 미래에 양측의 상호작

용이 지속될 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11]. 한 구매 의

사결정은 서비스 공 자의 인간 인 호의성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서비스 제

공자간의 계의 질이라는 요인은 제품을 재 구매하는

의도에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 말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 다.

H13: 계만족은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14 : 계만족은 지속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1 계  질과 지 사용 도

본 연구에서 화학재 공 업체와 구매자 간의 계의

정도라고 정의하 으며 총 5개의 측정항목으로 설정하

다. 지속구매의도는 구매자가 화학재 공 업체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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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구매의도의 정도를 의미하며, 총 4개의 측정항목

으로 설정하 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H15 : 계의 질은 지속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실

4.1 료수집  통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구모

형과 가설을 분석하기 해 리커트 7 척도로 설문문항

을 구성하여 실증분석 하 다. 설문 상은 석유화학 산

업의 종사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실증 분서를

하여 자발 인 참여를 근거로 총 403부의 설문을 온라인,

오 라인으로 배포하 으며, 296부가 회수되었다. 응답

되어진 설문지 에 기각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29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6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

도구로는 기 통계분석을 해 SPSS를 활용, 구조모형

과 거설검증을 해서 AMOS를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은 에 Table 1에 제시하 다.

Category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08 77.6

Female 60 22.4

Age

20-29 32 11.9

30-39 125 46.6

40-49 95 35.4

50< 16 6.0

Type of
Business

Cooperator 103 38.4

Order 165 61.6

Buyer 154 57.5

Developer 114 42.5

Table 1. Demographic data

4.2 탐색  과 신뢰도 검

탐색 요인분석은 각각의 변수들 간 공통 으로 포

함된 요인을 구별하기 해 상 계와 공분산 등과 같

은 상호 연계성을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자

료 값을 표할 수있는 변수를 통하여 변수의 수를 이

는 방법이다. 보다 연결성이 높은 변수들을 찾아내어 공

통된 성질로 묶어주고 이를 통하여 자료 해석의 신뢰성

과 정확성을 높여주어 정보에 한 추가 분석과 이해를

유용하게 해 다. 요인분석을 해 최 우도법과 직각회

방법 하나인 베리맥스 회 방식을 사용하 다[20,

21]. 그 결과 Table 2, Table 3의 요인 재량은 0.5 이상

으로 각 변수 간의 상 계에 있어 타당성이 확보되어

변수를 선정하 다. 끝으로 내 일 성을 검정하기 하

여 실시하 던 크롬바 알 계수(Cronbach’s  )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 0.7 이상으로 내 일 성에 하여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2].

Constructs 1 2 3 4 5 6
Cronbach'

s 

PSE

.171 .187 .222 .122 .116 .742

0.896
.094 .257 .290 .120 .256 .690

.275 .180 .256 .083 .237 .575

.283 .193 .258 .214 .173 .660

IE

.168 .123 .779 .124 .182 .174

0.909
.204 .138 .781 .160 .157 .124

.160 .174 .757 .087 .085 .179

.176 .174 .795 .121 .170 .197

IN

.094 .168 .077 .837 .104 .066

0.879
.091 .121 .112 .772 .065 .126

.107 .085 .087 .755 .149 .096

.093 .191 .166 .777 .156 .046

AD

.075 .822 .161 .102 .192 .153

0.914
.115 .819 .148 .126 .126 .084

.081 .799 .102 .175 .103 .122

.121 .812 .145 .177 .099 .158

RN

.145 .193 .111 .162 .808 .159

0.852
.138 .251 .130 .108 .669 -.029

.081 .046 .091 .113 .769 .135

.058 .075 .239 .119 .730 .220

RT

.804 .121 .215 .123 .130 .114

0.959
.828 .114 .203 .110 .140 .154

.758 .132 .189 .141 .135 .198

.798 .119 .211 .132 .104 .143

Table 2.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Constructs 1 2 3
Cronbach'

s 

RS

.781 .267 .195

0.945

.718 .238 .181

.716 .303 .190

.722 .247 .214

.756 .201 .091

RQ

.194 .132 .695

0.917
.199 .191 .675

.247 .176 .695

.192 .148 .762

RI

.247 .758 .109

0.908
.212 .785 .189

.269 .773 .247

.248 .731 .016

Table 3. Validity Reliability test of EFA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가 0.7이상인 결과를 보임으로써 신뢰성에는 이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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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 고유값

이 1.0이상과 요인 재량 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4.3 판별타당

측정 모델의 합성이 양호하다고 단되어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최종 으로 선정된측정 항목

에 하여 신뢰도와 집 타당성 검사를 분석하 다. 척

도가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으려면 표 화계수가 0.7 이

상이면 가장 이상 인 수치라고 말한다. 즉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가 0.7이상이 되어야 하며 집 타

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

기인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이상이 되어야 한다[23].

Amos 18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분석하 다. 결과 값

은 개념 신뢰도 최 0.850, 평균분산추출은 최 0.579로

나타나 집 타당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다. 별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측정 변수에 한 평균분산 결

과 값의 제곱근 값이 각각의 개념 변수들 간의 상 계수

보다 크면, 변수들 사이에서는 별 타당성이 있다는 것

으로 명하는 Fornell & Larcker의기법을 사용[18]하

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각각의변수 간에 상 행렬

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변수 사이에서 분석된 평균분

산 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각각의 변수의 상 계수 값 보

다 크기 때문에 구성된 변수개념간에 별 타당성 분석

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하게 되었다.

Constructs PSE IE IN AD RN RT RS RQ RI

PSE 0.592

IE 0.422 0.697

IN 0.206 0.162 0.714

AD 0.283 0.207 0.184 0.726

RN 0.303 0.224 0.171 0.197 0.699

RT 0.371 0.312 0.163 0.164 0.197 0.842

RS 0.379 0.259 0.229 0.242 0.261 0.446 0.799

RQ 0.426 0.327 0.304 0.263 0.312 0.369 0.408 0.741

RI 0.339 0.231 0.194 0.161 0.178 0.340 0.452 0.305 0.655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4.4 식  합도 

가설 검정을 바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조방정식 모

형에 한 합도를 검정하 다.  ²값이 기 에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²값에 한해서는 외가 존재

며 표본수가 증가나면 p가 0.000으로 회귀하는 특징이 있

기 때문에  ²값에 의해 제안되어진 측정 모델이 부 합

하다고 나올지라도 이 지표만으로 측정 모델이 합하지

않다고 분석결과에 해 단해서는 안 되며 부 합하다

고 검정 되었을지라도 실제로는 분석 합한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다른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

합도를 진행해야 한다[19]. 그 결과 아래 Table 5와 같이

모델 합도 지수가 부 수용기 에 만족한 결과를 보

다.

Fit indices Indicator Desirable range

Absolute fit
index

 ²(CMIN)p 774.268 p≦0.05～0.10

 ²(CMIN)/df
(Q)

1.276
(P=0.000)

1.0≦CMIN/df≦3.0

RMSEA 0.033 ≦0.08

RMR 0.043 ≦0.08

GFI 0.871 ≧0.8～0.9

AGFI 0.848 ≧0.8～0.9

PGFI 0.742 ≧0.5～0.6

Incremental fit
index

NFI 0.916 ≧0.8～0.9

NNFI(TLI) 0.977 ≧0.8～0.9

CFI 0.980 ≧0.8～0.9

Parsimony fit
index

PNFI 0.824 ≧0.6

PCFI 0.881 ≧0.5～0.6

Table 5. Model fitness test

4.5 연 형  검

가설에 하여 실증 분석한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 Fig. 2,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각의 가설들의 향 정도를 분

석해보기 하여 Amos 18의 경로 분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같다. 상 으로 보다 큰 향을 미치는독립

변수를 나타내기 해서는 상 으로 요성을 고려한

표 화 계수를 사용하며, 표 오차는 모수치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의미한다.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는 Critical

Ratio값 ±1.96이상 그리고 유의수 의 값(P-Value) 0.05

이하로 단 기 으로 하여 분석한다.



한 디지 책학회논문지 16  5호180

Fig. 2.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value Results

H1 0.201 0.087 2.399 0.016 O

H2 -0.043 0.076 -0.643 0.523 X

H3 0.112 0.076 2.036 0.043 O

H4 0.117 0.067 2.039 0.044 O

H5 0.153 0.072 2.558 0.011 O

H6 0.413 0.063 6.983 *** O

H7 0.228 0.068 2.686 0.007 O

H8 0.094 0.060 1.379 0.168 X

H9 0.226 0.060 3.987 *** O

H10 0.063 0.052 1.080 0.280 X

H11 0.120 0.054 1.987 0.047 O

H12 0.162 0.051 2.564 0.012 O

H13 0.137 0.053 2.064 0.037 O

H14 0.511 0.073 7.629 *** O

H15 0.282 0.094 4.167 *** O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제품서비스교환, 정보교환 용이성, 제품개발 력,

응성, 응성, 신뢰성에 한 B2B 서비스품질의 가치인

총 여섯 가지 요인들이 계 만족에 향을 미치는 가설

의 결과는 제품서비스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응

성, 신뢰성은 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교환 용이성이 계만족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서비스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신뢰성은

계의질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정보교환 용이성,

응성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만

족이 계의 질에 정(+)의 향을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계의 질이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6 효과  결과

앞서 각각의 연구 가설들에 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

하여 각각의 가설들이 력업체, 발주업체, 구매자, 개발

자에 따라 어떠한 차이 을 분석하기 하여 조 효과

분석을 하 다. 분석 방법은 모수비교를 통해 각각의 개

별 집단 간 차이 을 확인하 고 각각의 집단 간의 차이

를 비교하기 해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Z-Statistics, Z-통계량)로 분석하

다.

Dependa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Group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Cooperator Order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RS

PSE 0.179 0.175
0.219

(No difference)

IN 0.114 0.180
1.348

(No difference)

AD 0.148 0.154
-0.175

(No difference)

RN 0.217** 0.203*
-0.841

(No difference)

RT 0.361*** 0.447****
0.619

(No difference)

RQ

PSE 0.423 -0.115
-1.550

(No difference)

IN 0.250**** 0.146**
-0.125

(No difference)

RN 0.021 0.304**
1.724

(difference)

RT 0.067 0.144*
1.583

(No difference)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Type of business Group Hypothesis Comparison

분석결과, 력업체와 발주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계만족에는 응성이, 계의 질에는 응

성이 보다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발주기

업보다 력업체가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제품서비스의교환요인이 매개변수인 계만족,

계의 질에 향 계에 있어서 력업체 집단이 더욱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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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a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Group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Buyer Developer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RS

PSE -0.080 0.308**
0.219

(No difference)

IN 0.128 0.157
1.348

(No difference)

AD 0.566**** 0.016
-0.175

(No difference)

RN 0.060 0.264***
-0.841

(No difference)

RT 0.500**** 0.395****
0.619

(No difference)

RQ

PSE 0.005 0.275**
-1.550

(No difference)

IN 0.204** 0303****
-0.125

(No difference)

RN 0.406**** -0.005
1.724

(difference)

RT 0.161* 0.128**
1.583

(No difference)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8. Type of business Group Hypothesis Comparison

개발자와 구매자에 따른설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제품서비스 교환이 매개변수인 계만족과 계

의 질에 향 계에 있어 개발자 집단이 구매자 집단 보

다 더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신뢰성

이 계만족에, 응성이 계의 질에 있어서 구매자 집

단이 더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최근 세계 인 로벌 경쟁 환경은 시장의 불확실성

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해내기

해서는 구매기업과 제조기업 간 트 십 계를 구축

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소비자와 공 자가 비즈니스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

는 계에 있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계속 인 차

별 우 를 확보하기 해 소비자 가치에 한 제안이

완벽하고 철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

와 만족을 이루어 진 으로 나아가 기업의 반 인

거래성과에 반 되어야 한다.

산업재 B2B 서비스품질 내에서의 특징인 제품서비스

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응성, 신뢰성은 계만족

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정

보교환 용이성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신뢰성 변수가 계만족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응성, 제품서비스교환, 응성, 제품

개발 력의 순서로 작은 차이를 보이며 유의한 결과 값

을 제시하 다.

둘째, 제품서비스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신뢰성

은 계의 질에 하여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교환 용이성, 응성은 계의 질에 하

여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제품개발 력, 제품서비스교환, 신뢰성, 응성 순으로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보 다.

재 정보교환의 용이성이 공 업체와 구매업체와의

계에서 계만족, 계의 질에서 향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 인 B2B시장에서의 거래를 이어

나가기 해서는 매우 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향

후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업 간의 정보교환에 따른 경

환경에서의 변화에 한 범 를 증 시키며 서로 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B2B 서비스품질 계만족 변수는 계의

질, 지속구매의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보 으며,

한 계의 질도 지속구매의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쳤다.

조 효과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업체에 따라 력업

체와 발주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계만족에는 응성이, 계의 질에는

응성이 보다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발

주기업보다 력업체가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증

명 다. 한 제품서비스의 교환이 계만족 그리고

계의 질에 있어서 발주기업보다 력업체를 더욱 요하

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 설문조사에

응한 발주기업은 부분이 기업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개발자와 구매자에 따른 설정으로 분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제품서비스 교환이 계만족과 계의

질에 있어 개발자가 구매자 보다 더 민감하게 여기는 것

으로 차이를 보 다. 더불어 신뢰성이 계만족에, 응

성이 계의 질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발자보다 더 요

하게 여기는 것으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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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결과를 종합해보면B2B 서비스품질의향상

과 구매업체와 공 업체 간의 계신뢰와만족의 강화가

계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지속구매의도까지 포

함 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

스품질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B2B 거래를 하는 업체들

은 보다 문 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계

만족을 견고히 하여 계의 질을향상시켜 지속구매의도

를 높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B2B 서비스품질 분야에서 화학 산업재 산업을 심으로

알아본 것에 해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 속에서도 결과에 한 한계 과 후속연

구에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B2B 서비스품질을 특정산업에 제한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B2B 서비

스품질의 측정도구를 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석과 용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6개의 서비스품질의 하 속

성인 정보교환 용이성, 제품서비스교환, 제품개발 력,

응성, 응성, 신뢰성의 향력은 산업의 특성과 거래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략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B2B 서비스품질과서비스품질이 각각 지

속구매의도에 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연

구한 결과, 종속변수인 지속구매의도 뿐만 아니라 성과,

행동의도 등의 다양한 종속변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

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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