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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이용고객간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 품질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여 동종업체의 생존경쟁에서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의
유지와 동시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관계마
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의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을 이용하여 2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
내·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로써 서비스품질은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민간경비업,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 소비행동, 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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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스마트시대에 들어선 지금 민간경비업은 최첨단 장비를 내세운 기계경비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전문경비원의 채용을 통한 인력경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 1월 기준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법인 및 허가된 경호·경비업체의
수는 2010년 3,473개였지만 2011년 3,651개사 중 시설경비 3,529개사, 신변보호 540개
사, 기계경비 152개사, 특수경비 115개사로 조사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수만 하더라도 2010에 비해 4천여명 가까이 증가한 146,286명으로 조
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경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민간경비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대중화, 보편화 되고 있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산
업 특징에 적합한 체계적인 질적 기반 또한 조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경비업에
적합한 경영전략이나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는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기법을 도입하여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61

동종업체간의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마케팅 전략서비스인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공급자간
에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제공자와 고객 간에 일련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발전해가는 관계로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고객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
매원이다(Wray, Palmer & Bejou, 1994). 또한 서비스접점 판매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를 요하는 서비스는 기업의 충성도와 구매의도가 서비스 제공기업보다 판매원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Macintosh & Lockshin, 1997). 또한 Pressey와 Mathews(2000)
는 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전문성을 지니면 전문적 제안과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으로 인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고 하였으며. Crosby, Evans와 Cowles(1990)
는 서비스제공자가 전문성, 유사성, 관계적 판매 행동이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
며, 동일한 조건에서 높은 판매효과를 올린다고 하였다. 이는 신뢰와 전문성을 지닌
서비스 제공자로 인하여 구매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강명수, 송창석
과 신종칠(2006)은 서비스는 고객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제공되기에 판매원은 고객
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고객에 긍정적인 유대관계와 추가혜택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관계적 행위를 서비스제공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개발,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 노
력하는 행위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Crosby et al., 1990). 평판은 과거의 행동과 미
래의 기대, 그리고 조직간의 속성과 조직에 대한 평가 등을 강하게 연계해 주는 요소
이다(Weigelt & Camere, 1988). 평판 또한 경쟁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우호적 평판과
신뢰를 제공함으로 고객확보와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 평판
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Øyvind Ihlen(2002)은 평판을 개별적 인상들의
집합이며, 소비자 상품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고 조직의 평판은 기업
이미지라고 정의 하였다. Fombrun과 Riel(2003)은 평판을 기업의 자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어 중요한 필수 요인으
로 기업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Shostack(1977)은 물리적
특성을 서비스가 창출되고, 유통상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지칭하며 서비스
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Upah(1985)는 물리적 환경, 고객과 접
점종업원, 서비스의 제공방식, 커뮤니케이션과 판매촉진기구, 기업의 전체역량을 물
리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은 계약자간의 특별한 공식 및 비공식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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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상황에 맞는 정보공유를 의미하며(Anderson & Narus, 1990), Mohr과
Nevin(1990)은 중요한 조직적 기능의 기반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조직의 성공
에 결정적이라고 하였다.
Namasivayam(2003)은 서비스 고객을 서비스 조직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강조하
는 동시에 임시종업원으로 간주하고, Chervonnaya(2003)은 고객이 소비자와 생산자
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카멜레온에 서비스 고객의 특성을 비유하였
다. 또한 Bettencourt(1997), Groth(2005)는 서비스 고객은 서비스 조직의 발전에 다양
한 방법으로 기여하는데, 구매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점에서 제공자와 협력
하며, 피드백제공, 서비스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등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
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동안 그 서비
스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된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의 품질과 그 서비스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한다(조치훈, 2011).
그동안 관계적 특성이 고객만족과 고객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한 많은
연구(고진원, 2003; 김남영, 2012; 김원기, 2009; 김진영, 2010; 양신철, 2011; 양신철,
한경수 & 김영국, 2005; 양종훈, 2012; 이계석, 2007; 이낙귀, 2002; 이호열, 2009; 조규
호, 2001)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져 왔다. 민간경호업과 소비자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김인재와 조성진(2011)은 관계적 특성은 구매행동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며
구전활동과 반복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Parasuraman, Zeithaml과 Berry(1985)는 서비스품질을 고객이 기대하는 정도
와 실제적 수행된 서비스 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GAP이론을 제시하였으
며, 서비스품질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의 5개의 요인으로 개발하
였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분야에 그대로 적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정 서비스
에 따라 서비스품질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Dodds와 Monroe(1985)는 객관적인
품질과 주관적인 품질의 두 가지 접근법에 서비스품질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Holbrook과 Corfman(1985)은 서비스품질의 정의의 차이를 기계적 품질
(mechanistic quality)과 인간적 품질(humanistic quality)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기
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여부는 서비스의 재구매 의사와 타
인추천의사 등과 같은 행동으로 귀결됨으로써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맹두열 & 심영미, 2011), 김은정과 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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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중 다차원
영역의 어떤 품질이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경호경비분야에서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강민완, 장예진 & 이선영, 2005; 왕석원, 강민완 & 박영진,
2006; 이종환, 2010; 이종환 & 강경수, 2010; 허경미 & 홍태경, 2008; 홍성태 & 강명
수, 2006)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강민완 외 2인(2005)은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시설, 보안, 직원 등의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이종환(2010)은 민간경호경비조직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
치고 고객만족은 서비스품질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왕석원
외 2인(2006)은 서비스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수행, 시설의 기능적,
시설 환경적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재구매의사는 높으며, 직원의 업무수행노력이
고객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종환과 강경수(2010)는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이 고객이용만족에 직접접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여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허경미와 홍태경(2008)은 기계경비
시스템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기계경비시스템의 장비와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서비스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품질에 대
한 모형개발을 언급하였다. 홍성태와 강명수(2006)은 무인경비 서비스품질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을 통하여 재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서비스품질
과 고객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적 특성과 서비스품질은 민간경비업체 이용하는 고객
만족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체의 고객만족을 통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부학자들이 하고 있으나 마케팅적 관점에서 소비자와
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이용고객간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여 동종업체의 생존경쟁에서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의 유지와 동시에 충
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관계마케팅 전략
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인과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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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적모형

관계모형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민간경비업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민간경비업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민간경비업의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민간경비업의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로써 서비스품질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8월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의 상점 밀집지역인 터미널과 역전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표집 하였다. 터미널과 역전의 상점 260개의 상점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여 총 260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설문
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31부의 자료를 제외하
고 본 연구에서는 총 229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으로는 본 연구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받은 보조 연구자 10명과 본 연구자가 직접
상가를 방문하여 상가주인과 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 내용, 응답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자기 평가 기입 법으로 설문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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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
요된 시간은 약 10분정도였다. 표집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수입

업체의 선정

서비스 이용기간

빈도

퍼센트

남

52

22.7

여

177

77.3

30세 이하

44

19.2

31세~40세 이하

18

7.9

41세~50세 이하

25

10.9

51세~60세 이하

56

24.5

61세 이상

86

37.6

300만원 미만

72

31.4

301-400만원 미만

75

32.8

401만원 이상

82

35.8

개인이 직접선택

42

18.3

상가일괄 선택

187

81.7

12개월 이하

63

27.5

12-24개월

60

26.2

24-36개월

54

23.6

36개월 이상
계

52

22.7

229

100.0%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응답
자가 약 7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경비업체의 선정은 약 81.7%가 상가에서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의 구조적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5문항), 서비
스품질(12문항), 관계적 특성(12문항), 소비행동(6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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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적 특성
민간경비업체 이용자의 관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Johnson과 Grayson(2005),
안준수와 정강국(2005), Doney와 Cannon(1997), Morgan과 Hount(1994), 이낙귀(2002),
이계석(2007), 김인재와 조성진(2011)등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평판(5문
항), 물리적 특성(4문항), 커뮤니케이션(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응답형태는 5
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분하
였으며, 각 요인별 해당 설문 문항을 복합 지수화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2) 서비스품질
민간경비업체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Rust와 Oliver(1994), Brady
와 Cronin(2001), 라선아(2005) 그리고 이유재와 이준엽(2001), 강민완 외 2인(2005)
등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시설기능적(3문항), 시설환경적(3문항), 업무수행
(3문항), 직업전문성(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응답형태는 5점 리커트(Likert)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해당 설문 문항을 복합 지수화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3) 소비행동
민간경비업체 이용자의 소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도원(2003), 최주호(2003),
Bitner, Booms와 Tetreault(1990), Maxham(1999), Sharma와 Patterson(1999), Taylor와
Baker(1994) 등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구전활동(3문항), 반복구매 (3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응답형태는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해당 설문 문항을 복합 지
수화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 설문지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의 검증을 위하여 경호학과 교수 3명, 스포츠 경영
학 박사 2명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문항의 적
합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타당도 검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
기법(confirmatory factor analytic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이론적 지식이나 결과를 가지고 가설형식으로 모형화하고 행렬의 일부원소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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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
항목간의 수렴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1차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2차적으로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값으로 하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지수로서 χ²,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of Fit),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김계수, 2001). 사용된 적합지수
의 수용가능 수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χ²통계량은 모형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χ²값이 작을수록(χ²에 대한 p값＞.05이상)모형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χ²/df의 값이 보수적으로 2이하 일 때이며, 수용 가능한 권장 수준은
4이하 일 때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χ² 값은 표본의 수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χ²값은 표본의 수가 200명을 넘을 경우에는
χ²값 이외의 나머지 모형적합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구조정방식
모형 전체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김계수, 2001).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머지 적합지수인 GFI, NFI, CFI는 대개 0.9이상일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R은 0.5이하일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RMSEA는 .05이
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 .085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일 경우 보통적합도,
.10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
<표 2> 각 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변인

GFI

RMR

RMSEA

NFI

CFI

χ²

df

CMIN/df

p

관계적 특성

.922

.029

.082

.933

.958

127.494

50

2.550

.000

서비스품질

.932

.052

.068

.928

.962

97.934

48

2.040

.000

소비행동

.974

.019

.089

.972

.981

19.747

7

2.821

.006

전체

.962

.035

.073

.956

.975

41.861

19

2.203

.002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품질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97.934
(df=48), P=.000이며, GFI=.932, CFI=.962, RMR=.052, RMSEA=.068로 나타났다. 관
계적 특성은 χ²=127.494(df=50), P=.000이며, GFI=.958, CFI=.958, RMR=.029,
RMSEA=.082로 나타났고, 소비행동은 χ²=19.747(df=7), P=.006이며, GFI=.981,
CFI=.981, RMR=.019, RMSEA=.098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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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의 하위변인들을 묶어 보다 넓은 하나의 관측변인으로
설정한 요인구조의 수용가능 여부를 위한 확인적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
전체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41.861(df=19), P=.002이며, GFI=.962,
CFI=.975, RMR=.035, RMSEA=.073등의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음으로 전반적
인 적합도 지수가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χ²에 대한
확률치인 P값이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χ²은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김계수, 2006; 배병렬, 2011)하기도 한다.
또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으로 하는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는 Fornell
과 Larcker(1981),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8)의 기준에 따른다. Hair et
al.(1998)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라

지칭되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Fornell과
Larcker(1981)은 신뢰도의 다른 측정치인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 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Fornell과 Larcker(1981)에 의하면 타
당성 검사시 표준화계수 값은 0.7 이상이 권장되나, Bagozzi와 Youjae(1988)는 0.5 이
상, 0.95 이하의 기준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또한 Fornell과 Larcker(1981)은 두 잠재변
인인 AVE1과 AVE2가 두 잠재변인의 상관계수 제곱(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보다 크면 두 구성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각 변인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표준화 계수 값이 Bagozzi와 Youjae(1988)가 제시한 기준인 0.5이상으로 상회하고 있
으며, C.R 값(1.965이상)이 7.846상으로 나타나 적합치를 상회하여 조사도구의 수렴
타탕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또한 신뢰도의 다른 측정치인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548∼.787로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0.5
이상으로 나타나 채택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가장 적은 값은 .548로써 <표 3>에서의 나타난 상관관계의 제곱값 .511(.715)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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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FA 모형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잠재
변인

관측변인
(문항내용)

지역내 신뢰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
케이션
시설
기능적
시설
환경적
업무
수행

비표준화
S.E.
λ

C.R.

-

표준화 표준화
2
λ
λ

.795

.632

오차
분산

1.000

-

지역내 평판

1.073

.076

14.191

.847

.717

.176

소비자배려

1.213

.082

14.758

.875

.766

.175

명성

.916

.074

12.322

.759

.576

.240

높은 평가

.835

.075

11.175

.702

.493

.279

인력

1.000

-

-

.812

.659

.301

1.003

.071

14.127

.832

.692

.261

만족시키는 능력

.902

.067

13.542

.805

.648

.257

프로그램제공

.811

.070

11.578

.714

.510

.370

정보제공

1.000

-

.840

.706

.231

의사소통

.849

.068

12.528

.760

.578

.291

요구의 적극성

.899

.066

13.529

.808

.653

.237

장비의 오작동

1.000

-

-

.874

.764

.284

신속한 출동

.896

.074

12.188

.747

.558

.585

사용설명서

.816

.061

13.428

.784

.615

.384

-

장비외관

1.000

-

.641

.411

.543

최신시스템

1.102

.140

7.846

.692

.479

.500

장비의다양성

1.227

.128

9.570

.829

.687

.260

ARS직원

1.000

-

-

.832

.692

.370

불만처리

.865

.072

12.012

.774

.599

.414

문의사항처리

1.015

.076

13.333

.820

.672

.417

친절함

1.000

-

.797

.635

.193

-

직업
전문성

경비능력의 우수

.985

.083

11.825

.770

.593

.223

용모단정

1.086

.089

12.156

.866

.750

.132

반복
구매

반복구매

1.000

-

-

.786

.618

.297

지속적 이용

.923

.099

9.291

.831

.691

.183

가격 인상시도 이용

.955

.114

8.403

.696

.484

.467

긍정적 구전

1.000

-

-

.828

.686

.197

이용 추천

1.086

.074

14.716

.855

.731

.186

지인에게 소개

1.087

.074

14.618

.850

.723

.195

구전
활동

AVE

.935

.744

.894

.679

.884

.718

.822

.607

.782

.548

.831

.621

.915

.783

.850

.654

.917

.787

.226

수준 높은 서비스

-

개념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정된 각 개념별 측정변인을 중심으로
문항간 내적 합치도 검사 방법인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s α값
은 문장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며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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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이다(강상
조, 1986).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인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 소비행동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변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분석
변인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

소비행동

하위 변인

문항수

Cronbach’s α

평판

5

.904

물리적 특성

4

.869

커뮤니케이션

3

.845

시설기능적

3

.836

시설환경적

3

.756

업무수행

3

.848

직업전문성

3

.853

반복구매

3

.765

구전활동

3

.88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의 문항 간
신뢰도인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각된 환경단서 하위 변인의 서비스품
질은 시설기능적 .836, 시설환경적 .756, 업무수행 .848, 직업전문성 .853으로 나타났
다. 관계적 특성의 하위 변인 신뢰도는 평판 .904, 물리적 특성 .896, 커뮤니케이션
.845로 나타났다. 소비행동의 하위 변인 신뢰도는 반복구매 .765, 구전활동 .895로 나
타났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756-.904로 Nunnally(1978)가 제시한 .7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할 만한 도구로 판명되어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설문지에 대해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한 후 이중기입 및 무기입한 자료는 분
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효 표본만을 코딩의 지침에 따라 부호화(coding)하였으며
부호화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또한 AMO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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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의 적합도를 검정하기에 앞서 예측타
당성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각 변인들의 예측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SMC)
A

B

C

D

E

F

G

H

I

A.시설기능적

1

B.시설환경적

.571**

1

C.업무수행

.555**

.494**

D.직업전문

.054

.271**

.148*

1

E.평판

.318**

.357**

.321**

.394**

1

F.물리적 특성

.336**

.523**

.330**

.443**

.675**

1

G.커뮤니케이션

.307**

.384**

.279**

.357**

.593**

.715**

H.반복구매

.293**

.305**

.332**

.266**

.575**

.445**

.429**

1

I.구전활동

.157*

.358**

.239**

.425**

.612**

.548**

.496**

.662**

1

평균

3.066

3.509

3.249

4.314

3.824

3.793

3.726

3.844

4.051

표준편차

.942

.781

.949

.644

.671

.762

.742

.720

.722

1

1

*p<.05, **p<.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인간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변인간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 타당성을
만족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관행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여
야 하며, 동시에 상관계수가 1이어서는 안 된다. 상관계수가 1이라는 귀무가설(즉,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의미)을 기각시키면 변인들은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hallagalla & Shervani, 1996).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간의 관계에서
가설에 설정한 바와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서로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관계(
.7 이상)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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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모형의 적합도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어 관계적 특성, 서비스
품질,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구조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표 6>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표 6> 관계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²

df

p

GFI

NFI

CFI

RMSEA

RMR

2.631

20

.000

.950

.945

.964

.085

.037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χ²=2.631(df=20.
p<000)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지수를 보면 GFI .950(≥.90), NFI .945(≥. 90), CFI
.950(≥.90), RMSEA .085(1.0이하), RMR .037(.05이하)로 나타나 최종연구모형의 적합
성을 판단해 보면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가설 검증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 소비행동의 관계모형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여 <표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7>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가설검증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H1

관계적 특성

Î

서비스품질

.334

.069

4.847

.000

채택

H2

서비스품질

Î

소비행동

.420

.199

2.118

.034

채택

H3

관계적 특성

Î

소비행동

.627

.099

6.309

.000

채택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H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인간 경로계수 값이
(t=4.847)으로 9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H1는 지지되었다. H2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두 변인
간 경로계수 값이 (t=2.118)으로 96.6%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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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H2는 지지되었다. H3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두 변인 간 경로계수 값이 (t=6.309)으로 9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H3는 지지되었다. 가설검
증을 통한 구조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구조모형

4. 인과효과의 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변인 간에 전체적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전
체적인 영향력은 인과효과(causal effect)가 된다. 인과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구성되며 직접효과란 두 변인 사이의 직접적인 경로계수
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란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것을 총 효과라
한다(배병렬, 2011). 한편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 소비행동모형에서의 간접효과는
관계적 특성이 서비스품질을 통하여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그 인과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의 인과효과의 분해
경로

직접효과

관계적 특성

Î

서비스품질

.334

서비스품질

Î

소비행동

.420

관계적 특성

Î

소비행동

.627

*p<.05, ***p<.001

간접효과

총효과

.140*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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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관계적 특성이 서비스품질을 통해 소비행동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34×.627=.140이며, 총 효과는 .7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레핑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위
하여 신뢰구간 .05에서 반복횟수 1,000으로 설정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관계적 특성이 소비행동에 주는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적 특성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비스품질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구조 모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이용고객간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 간
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특징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민간경비업체와 소비자 간에 관계적 특성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서비스품질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규명되었다. 그러나 민간경비업과 관련하여 관계
적 특성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논의를 함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접학문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관계적 특성과 서비스품질에 대
한 연구는 경영학을 비롯하여, 호텔, 관광, 항공, 외식산업, 스포츠분야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Ball, Coelho &
Villares, 2006; Crosby et al., 1990; Goodman, Fichman, Lerch & Snyder, 1995; Raynolds
& Beatty, 1999; 김용철, 2008; 김종필, 2008; 김종호, 최낙환 & 황윤용, 1999; 박정희,
이상환, 2008; 이용기, 신두철 & 류철, 2000; 이용기, 이종직 & 박대환, 2000; 이유재
& 김우철, 1998)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Raynolds와 Beatty(1999)은 기업에 납품하는 소매업자와 기업간의 연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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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즐거운 상호작용과 대화는 서비스품질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며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Goodman et al.(1995)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 대한 반응성, 요구의 적극성, 불만처
리능력이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외식산업과 백화점을 대상으로 관계
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이유재, 김우철(1998)은 백화점
과 패밀리레스토랑의 서비스 물리적 환경특성 서비스품질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이용기, 이종직과 박대환(2000)은 중식당의 환경특성이 서비스품질 평가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호, 외 2인(1999)이 백화점과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품질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
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용기, 신두철과 류철(2000)은 골프연습장의 환
경특성 중 고객서비스, 시설, 장비, 편리성 등의 요인이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인접학문에서 상당부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비자와 직접적인 대면에서 오는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 경비업체
의 평판과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이 좋을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하여 더 만족한다
고 할 수 있어 민간경비업체는 지역 내에서 명성과 신뢰, 경비원에 대한 전문성과
호감성,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좋아 진다는 것을 의미
한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
여 지역 내 학생이나 주민 또는 고객들에게 호신술교실 프로그램 또는 취약지역방범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제공하고, 전문교육과 License를 취득한 경비원의 채용과 정기
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
편사항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 신고함 운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간접적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타 업체로 이동과 민
간경비업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경비업체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있어서 서비스품질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을 강조고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은 높고 구전과 재이용의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구강본,
2006; 이용기, 신두철 & 류철, 2000; 이승철 & 심상신, 2002; 장경수 & 송호철, 2002;
오승재, 2003)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본(2006)은 스포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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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키리조트의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소
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오승
재(2003)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과 재구매 의도 관계의 경우 시설, 인적, 프로그램과 주 시설,
지도자, 안내자 등의 스포츠센터 서비스요인에 만족하면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경호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강민완 외 2인, 2005; 왕
석원 외 2인, 2006; 이규성, 2008; 이종환, 2010; 이종환 & 강경수, 2010; 허경미 &
홍태경, 2008; 홍성태 & 강명수, 2006)가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민간경비업의 서비스
품질을 강조한 왕석원 외 2인(2006)의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은 고
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재구매 의사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강민완 외 2인(2005)은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
을 미치고 시설, 보안, 직원 등의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이종환과 강경수(2010)도 시설보안서비스와, 보
안요원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하였고 이종환
(2010)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의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
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규성(2008) 또한 서비스품질이 서비스 재이용과 구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허경미와 홍태경(2008)은 기계경비시스템의 서비스품질
과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기계경비시스템의 장비와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직원들의 서비스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홍
성태와 강명수(2006)은 무인경비 서비스품질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을 통하
여 재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한편 Jamal과 Naser(2002)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한 결과 핵
심 서비스품질과 관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
비스산업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서비스품 질을 결정하는 서비스품질 차원들이 고
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Rosen &
Karwan, 1994; 이유재, 김주영 & 김재일, 1996). Kellerman(1987)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지속 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은 서비스품질로서,
소비자 만족이 주요 결정요인이며 궁극적으로 재구매의도 및 구전효과 등의 고객충
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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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민간경비업체를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품질 즉 민간경비업체
의 시설의 기능적, 환경적 서비스와 전문성을 지닌 경비원의 고객응대 등의 대한
서비스마인드가 좋을수록 서비스품질에 만족하고 이는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경비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면 서
비스를 전환하지 않고 재구매하며 더 나아가 주변 지인들에게 긍정적인 구전이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업체의 고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
비업체는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존 동일화된 시스템이 아닌 고객의
욕구와 업종별 점포에 적합한 다양하고 편리한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과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의 불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증대와
설문지, 건의함 또는 홈페이지 운영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의 채용과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경비업체와 소비자 간에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에 중요성에 대한 연구
(Baker, 1987; Bitner 1990; Doney & Cannon, 1997; 강인원, 최지호 & 이성근, 2005; 구영
덕, 2005; 김인재 & 조성진, 2011; 변경원, 2005; 양종훈, 2012; 이선녀; 2008; 이호열,
2009)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써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중요변인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Baker(1987), Bitner(1990), 구영덕(2005), 이선녀(2008)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서비스
의 물리적환경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하여 주었다. 양종훈(2012)은 유소년 스프츠클럽 참여자의 관계적 특성은 운동지속
의사에 영양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한두희(2009)도 태권도 지도자의 이미지는 참여
지속가능성과 지속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윤섭(2000)은 고객관계마
케팅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관계의 질 요인에 있어 여행사와 여행사직원의 전문
서비스 제공에 따라 신뢰, 만족, 몰입, 재구매, 구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Doney와 Cannon(1997)는 기업에 대한 신뢰는 판매원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인원 외 2인(2005)은 학교에 대한 신뢰는 학교 직원인 교수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호열(2009)은 태권도장 관계적
특성과 운동지속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태권도장의 관계적 특성인 평판과 운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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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자관계특성인 전문성과, 호감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신뢰는 도장
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로 어지고 이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변경원
(2005)은 스키리조트의 CRM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와 몰입이 고객충
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한편 김인재와 조성진(2011)은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소
비자의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여 민간경호경비학에서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민간경비업
체의 관계적 특성인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민간경비업체가 지역 내에서 신뢰가 있고 긍정적인 평판을 받는 업체와 전문가
로부터의 잦은 접촉,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제공 등에 만족한 고객들은 계약을 유지
하고 또한 주변지인들에게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
비업체들은 범죄예방 또는 신속한 대처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내 평판과 명
성에 향상에 유의 하며 또한 고객과의 잦은 접촉과 고객이 요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채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높은 서비스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로써 서비스품질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과 종사원의 상호작용은
고객의 평가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충성도와 서비스전환 소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서문식 & 조상리, 2006)와 일치한다. 신현희(2008)는 진료행위
가 환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행동으로 이어지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품
질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적, 감정적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은정과 노정식(2010)은 대형마트의 서비스품질이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지각된 가치에 대한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
며, Jamal과 Naser(2002)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한 결과 핵심 서
비스품질과 관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조성
균, 김종경과 이재돈(2011)은 마트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각
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점포충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간경비업체는 재구매 또는 구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특성요인과 서비스품질요인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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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이용고객간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품질과 소비행동 간
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여 동종업체의 생존경쟁에서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의 유지와 동시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공격적인 관계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이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관계특성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민
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인 시설의 기능적, 시설의 환경적, 업무수행, 직
업의 전문성이 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인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이 소비행동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특성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로써 서비스품질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특성과 서비스품질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동종업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인 평판, 물리적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품질인 시설의 기능적, 환
경적과 업무수행, 직업의 전문성이 소비행동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
경비업체는 기존고객의 유지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서 관계적 특성과 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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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새롭게 발견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민간경비 업체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건물을 중심으로 표집하여 대부분의 상점들이 건물의 일관적인 선택
에 의하여 민간경비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선정시 개인이 업체선정이 자유로운 영업
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명확한 민간경비업 소비자의 소비자행동 구
조모형을 규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호산업과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
여 논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인접학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였다. 민간경
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정책적 제도화, 기계 및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겠지
만 민간경비산업의 특성상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매자가 있는 서비
스업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마케팅 전략에 이용될 수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는 매우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자는 다양한 마케팅 변수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반
응을 규명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소비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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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Model between Private Security
Company'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Service
Quality and Consumer Behavior
Kim, In-Jae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through structure model,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between a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its service custome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and the consumer
behavior, thereby providing the practical services that may attract new
custom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customers in the competition to survive
in the same industry and also may raise the loyal customer base, providing
academic fundamental data to set up aggressive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ies. To achieve such purposes above,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229 subjects, the users of a private security company's service as the employees
of the stores located in Cheonan area,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was treated, using the statistics program, SPSS Windows 18.0 Version
for frequenc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dditionally,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were made, using AMOS 18.0
Version. Through the data analysis following the research methods above, the
conclusion was acquired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security company makes
influence on service quality.
Second, the service quality of a private security company makes influence
on consumer behavior.
Third,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security company makes
influence on consumer behavior.
Fourth, the service quality makes an influence as the mediate effec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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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security company'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behavior.
Key words： Private securit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Service quality,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