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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optical shops owners with business strategic implications for enhancing service

quality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nfluences of optical shop’s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Methods: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optical shop’s customers, then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20.0 and AMOS 20.0 statistical package. Results:

Service quality turned out to have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service qualities which have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were outcome quality, interaction quality and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respectively, while those with influence on customer loyalty were customer satisfaction, interaction quality, outcome

quality and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respectively. Conclusions: Improving and differentiating service quality have

proved essential in meeting customer needs and succeeding in a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s competition

intensifies, marketing strategy which are customer-centered as well as consumer-oriented has to be established by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optical shops through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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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

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의 심화는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서비스품질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 통신, 교육, 쇼

핑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과 고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1] 안경원 역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통해 다른 안경원과 차별

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중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서비스품질을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안경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품질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품

질에 관한 연구는 Parasuraman, Zeithmal and Berry의

SERVQUAL 모형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되어 서비스품질

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2] 그러나

SERVQUAL 모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

기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정 모형들

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 Brady and

Cronin이 제안한 3차원 모형이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모형으로 평가되면서 최근의 서비스

품질 연구에서는 3차원 모형이 많이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다.[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흐름을 도입하여

물리적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등 3차원 접근

방법을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본연구들을 바탕으로

안경원의 서비스품질 요소들을 구성하고 연구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충성도간

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안경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1. 이론적 배경

1) 서비스품질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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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Grönroos(1982)는 서비스품질을 기

대한 품질과 지각된 품질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

였고,[4] Parasuraman, Zeithmal and Berry(1988; 이하 PZB)

는 서비스의 우수성이나 우월성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2] Bitner와 Hubbert(1994)

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인 태도와 평가라고 하였고,[5] 이유

재와 이준엽(2001)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대적

인 우수성이나 열등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인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서비스품질은 주관적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 서비스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

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는 1980년대 중반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모형이 개발되

면서 본격화 되었다. 초기 서비스품질 측정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Grönroos의 2차원 모형과 PZB의 SERVQUAL

모형이 있다.

Grönroos(1982)는 서비스품질을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로 구분하는 2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4] 기술적 품질

은 고객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것으로 결과품

질이라고 할 수 있고,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품질 즉, 과정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이 모형은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한

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PZB는 Grönroos의 한계점을 발전

시켜 SERVQUAL모형을 제안하였다. PZB는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능력, 예의, 신용성, 안

전성, 의사소통, 접근성, 고객의 이해 등 10가지를 제시하

였다.[7] 이후 연구에서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을 축약하여

서비스품질이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정하며 SERVQUAL이

라 하였고, 각 차원의 성과와 기대간의 차이에 의해 서비

스품질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고 제안하였다.[2]

SERVQUAL모형을 계기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SERVQUAL의 몇가지 문제점이 제

기되었다. 첫째, SERVQUAL모형은 기대에 대한 개념 정

의가 불명확하여 측정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Cronin and Taylor(1992)는 서비스품질

을 성과와 기대간의 차이로 측정하는것보다 지각된 성과

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

하였다.[8] 이들은 SERVQUAL에서 사용된 22개 문항의 5

개 차원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기대는 측정하지 않고 서

비스 성과만을 측정하여 SERVPERF모형이라 하였고, 4개

의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SERVQUAL모형과 비교하여

성과에 대한 지각만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보

다 타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SERVQUAL모형에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SERVQUAL모형이 제시한 5가지 차원이 지나치게 과정품

질 위주로 측정되기 때문에 결과품질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거나 또는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이 모호하게 섞여 있

다는 점이다.[9,10]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최근 들어 PZB의 서비스품질

차원을 수정하는 모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 Rust and Oliver(1994)와 Brady and Cronin(2001)에 의

해 제시된 3차원 모형이다. Rust and Oliver(1994)는

Grönroos의 2차원 모형에 환경품질을 고려하여 서비스품

질이 서비스상품, 서비스 전달, 서비스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3차원 모형을 제안하였다.[11] 이후 Brady and Cronin

(2001)는 Rust and Oliver(1994)의 3차원 모형과 Dabholkar et

al.(1996)의 다층적 위계 모형을 발전시켜 물리적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등 3차원으로 구성된 위계구조 모

형을 제안 하였다.[12] 이와 같은 3차원 모형이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모형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의 서비스품질 연구에 있어 은행, 교육, 의료, 무선인터넷 서

비스, 공공기관, 이동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 사용되는 최근의

연구흐름을 도입하여 안경원의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으

로 물리적 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의 3차원 모

형을 채택하였다.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연구모형

서비스품질에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품

질의 결과변수로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가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도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를 서비스품질의 결과변수로 하여 Fig.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1)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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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연구들은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

아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해왔다.[21] PZB(1985,

1988)는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의 선행 변수이고, 서비스품

질은 만족을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2,7]

Cronin과 Taylor(1992)도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의 선행변

수임을 제시하였다.[8] Taylor와 Baker(1994)는 실증분석을

통해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22] Spreng and Mackoy(1996) 또한 서비스품질

이 고객만족의 중요한 선행지표라고 주장하였다.[23] 최근

10여년간 논의된 서비스품질에 관한 국내 연구들 또한 고

객만족을 서비스품질의 결과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1]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을 고객만

족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보았으며, 안경원의 서비스품질

모형은 Brady and Cronin(2001)의 3차원 모형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안경원의 물리적 환경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안경원의 상호작용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안경원의 결과품질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서비스품질과 고객충성도의 관계

서비스품질이 높을수록 고객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인과

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는데, 서비스품질

과 충성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품질이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설

정한 연구들과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을 매개로 고객충성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연구들이다.

Bell et al.(2005), Zeithaml(2000), 남상민(2010), 홍성태

외(2012) 등은 서비스품질이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24-27] Choi et al.(2004), 박윤서

외(2008), 박소영과 배상욱(2010) 등은 서비스품질이 고객

만족을 매개로 고객충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29]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안경원의 물리적 환경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2-2. 안경원의 상호작용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안경원의 결과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의 관계

고객만족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긍

정적인 태도는 미래의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반복구매를 유도하게 한다.[30] 즉, 고객만족은 충

성도 형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써 기업의 수익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31] Anderson and Sullivan(1993),

Bolton and Drew(1991), Labarbera and Mazursky(1983),

Lassar et al.(2000), Oliver(1980), 강찬호(2012) 등의 다양

한 연구를 통해 고객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충성도가

제고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32-37] 

대체적으로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관계로 파악되었으나, 고객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

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

Oliver(1999)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분석한 결과, 구매한 고객중 80%이상

이 자동차 구매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브랜드의 제

품을 재구매하는 비율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절

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8] 즉, 고객만족도가 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

구는 안경원의 고객만족과 고객 충성도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안경원의 고객만족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구성개념의 정의 및 측정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Brady and Cronin(2001)의 3차

원 모형을 채택하여 물리적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

품질로 구분하였다.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김미정과 김

미현(2014), 김흥렬(2011), Brandy and Cronin(2001)의 연

구를 참고하여 총 1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3,39,40] 안경

원의 고객만족은 소비자가 안경원에 참가하기 전에 형성

한 사전 기대와 참가후 성과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3가

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고객충성도는 Bowen and Chen

(2001)의 3가지 측정방법을 반영하여 재참가 의사, 해당

안경원에 대한 애착, 타인추천 등 3가지로 측정하였다.[41]

Table 1은 안경원의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브랜드충성

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보여주며,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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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의 안경원을 방문한 고객중 성

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6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총 220

부를 배부하여 214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응답이나 오류

가 발생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09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20.0과 AMOS

2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

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값을 측정

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CA)

의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

인 요인만 분석에 이용하였고,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3과 같이 서비스품질은 총 3개의

요인들로 구분되어지며 설명력은 60.2%로 조사되었다.

KMO값은 0.921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χ
2은 3336.1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

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품질의 신뢰

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값이 모두 0.7 이상을 보이고

있어 신뢰성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고객만족과 충성도의 설명력은

각각 81.4%와 74.8%이고, KMO값은 0.882와 0.874로 조

사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고객만족의 χ2값은

1680.039이고, 충성도의 χ2값은 3421.2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을 보이므로 관측변수들의 세부항목들은

잠재변수를 잘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만족과

충성도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0.876과 0.821로 조사되

어 신뢰성 또한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20.0을 이용하여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Concept Items Number of items Reference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The latest equipment

Clean environment & atmosphere

Variety of products

Location

4

Kim and Kim (2014)[39]

Kim (2011)[40]

Brandy and Cronin (2001)[3]
Interaction quality

Speed of service

Professionalism of optician

Fulfillment of promise

Kindness of optician

Spontaneity of optician

Understanding of customer desire

6

Outcome quality

Reasonable price

Desired level of effect

Desired level of service offer

3

Customer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of service

Accordance with anticipated service level

Satisfaction in terms of time and cost

3

Kim et al. (2013)[42]

Lee and Lee (2012)[43]

Cronin and Taylor (1992)[8]

Customer loyalty

Recommendation by others

Revisitation intention

Affection towards the optical shop

3 Bowen and Chen (2001)[4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99 47.4

Female 110 52.6

Age

20-29(yrs.) 91 43.7

30-39(yrs.) 75 35.8

40-49(yrs.) 32 15.3

50(yrs.) over 1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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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RMR=0.045, GFI=0.915, AGFI=0.892, NFI=0.930, CFI=0.901

로 조사되었다. GFI, AGFI, NFI, CFI, RMR은 모형의 적

합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수로써, 일반적으로 GFI,

AGFI, NFI, CFI는 0.9이상, RMR은 0.5이하면 좋은 모형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The latest equipment 0.757

2.705 19.346 0.815
Clean environment & atmosphere 0.741

Variety of products 0.702

Location 0.669

Interaction quality

Speed of service 0.607

3.206 22.929 0.742

Professionalism of optician 0.723

Fulfillment of promise 0.701

Kindness of optician 0.735

Spontaneity of optician 0.636

Understanding of customer desire 0.687

Outcome quality

Reasonable price 0.859

2.512 17.965 0.779Desired level of effect 0.832

Desired level of service offer 0.721

KMO=0.921,  Bartlett’s test (χ2=3336.104, p=0.000)

Customer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of service 0.701

3.159 81.451 0.876Accordance with anticipated service level 0.699

Satisfaction in terms of time and cost 0.759

KMO=0.882,  Bartlett’s test (χ2=1680.039, p=0.000)

Customer loyalty

Recommendation by others 0.798

2.905 74.890 0.821Revisitation intention 0.759

Affection towards the optical shop 0.710

KMO=0.874, Bartlett’s test (χ2=3421.226, p=0.000)

Table 4.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C.R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1-1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 Customer satisfaction 0.273 2.155** Adopt

Hypothesis 1-2 Interaction quality → Customer satisfaction 0.546 3.593** Adopt

Hypothesis 1-3 Outcome quality → Customer satisfaction 0.694 5.136** Adopt

Hypothesis 2-1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 Customer loyalty 0.246 3.821** Adopt

Hypothesis 2-2 Interaction quality → Customer loyalty 0.342 3.950** Adopt

Hypothesis 2-3 Outcome quality → Customer loyalty 0.317 2.021** Adopt

Hypothesis 3 Customer satisfaction → Customer loyalty 0.401 4.080** Adopt

χ
2=425.350(p=0.000), RMR=0.045, GFI=0.915, AGFI=0.892, NFI=0.930, CFI=0.9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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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다.

가설검증 결과,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1은 모두 채

택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물리적 환경품질과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모두 고

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

과품질과 고객만족의 경로계수가 0.694로 나타나 결과품

질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모두 채택되었으며, 채택

된 가설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물리적 환경품질과 상호작용품질 및 결과품질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

작용품질과 고객충성도의 경로계수가 0.342로 나타나 상

호작용품질이 고객충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경원의 고객만족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에 대한 검증결과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3도 채택

되었다.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의 경로계수가 0.401로 나

타나 고객만족이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 론

본 연구는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를 결과변수로 하여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품질에 대

한 기본연구들을 바탕으로 안경원의 서비스품질 요소들을

구성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품

질요인들과 고객만족 및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서비스품질은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순으로 나타났고,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만

족,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순으로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경원의 서비

스품질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입증

하였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안경원의 물리적 환경품

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안경원은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

에서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신규고

객 유치 및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품질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품질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안

경원은 다양한 서비스품질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즉,

최신설비, 깨끗한 환경, 제품의 다양성 등 물리적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자발성, 신속성, 약속이행 및

고객 욕구의 이해 등 상호작용품질을 강화하고, 가격과 기

대효과 등 결과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안경원만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

려한 세분화된 서비스품질 측정요인들을 개발하여 연구모

형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안경원 사업주들에게 서비

스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기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 것과, 안경원의 규모 및 형태를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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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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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의정부 11644

투고일(2016년 11월 15일), 수정일(201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2016년 11월 25일)

목적: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안경원의 사업주들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SPSS 20.0과 AMOS 20.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서비

스품질은 결과품질, 상호작용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순으로 나타났고,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객만족, 상

호작용품질, 결과품질, 물리적 환경품질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통해 다른 안경원과 차별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구축함으로

써 고객 중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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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안경원의 서비스품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귀하가 방문하신 안경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 본 안경원을 이용하시고 느끼셨던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Ⅴ표를 해주십시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시력측정 및 검안 시 최신설비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안경원내 환경과 분위기는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안경테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안경원은 방문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시력측정과 안경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안경사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안경원은 나와 한 약속을 잘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안경사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안경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가격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안경원 방문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안경제조 및 응대 등 전반적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안경원에 방문하기 전에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시간과 비용 대비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 안경원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재구매시 이 안경원을 재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 안경원에 애착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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