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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렌탈 서비스 이용고객의 위험지각 및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의 재이용 의도에 영향 주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인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공급자 입장의 전사적인 마케팅전략 구축 및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218개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프로그램(통계)을 통한 빈도, 요인, 평

균, 신뢰성 및 회귀분석, ANOVA, t-test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첫째, 위험지각이 렌탈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심리적 위험이 서비스품질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며. 둘째, 서비스품질과 재이용 의

도와의 관계는 공감성 요인이 높은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험지각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심리적 위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금전적 위험지각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 이용고객과 주부에 대한 위험지각과 관련된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이고 서비스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공감성을 

제고시켜 마케팅 전략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공급자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주제어 :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 서비스 품질, 재이용의도, 장비 및 기기렌탈

Abstract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company-wide marketing strategie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by analyzing the effects of rental service users' risk perception and 

service quality on customers' re-use intentions, and revealing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intended to provide valid results. A total of 218 data were used as analysis data. 

Frequency, factor, mean, reliability and regression analysis, ANOVA, and t-test were performed through 

SPSS program (stat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rental service 

quality, functional and psychological risks have a negative (-) effect on service qualit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re-use intention, the empathy factor has a high positive (+) 

effect,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re-use intention, functional and 

psychological risk have the greatest influence, and financial Risk perception was also highly influential. 

In conclusi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marketing strategies by 

reducing the negative (-) effect related to risk perception for short-term customers and housewives and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empathy for service quality can maximize the sales of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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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고객이 필요한 기간만큼 렌탈용품 등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가치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인식이 최근 확대되

면서 이러한 렌탈 시장은 일상 편의용품부터 더 나아가 

기계시설 장비 등 여러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렌탈 산업은 제품 수명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소비자

의 소비 패턴과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렌탈 산업은 고객 측면에서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편리한 쇼핑방식과 적

절한 비용, 다양한 상품 정보 및 맞춤 서비스 등을 그 장

점으로 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상품 판매이익 실현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상품 또는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렌탈 고객에게 빌려줌으로써 판매이익보다 몇 배의 수익

을 시현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 산업 분

야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해서 보유하기보다는 자금

지출에 따른 유동성과 상관없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은 

장비를 렌탈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러한 렌탈 방식을 활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어떠한 위험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지각

이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효과와 작용을 미치는가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대 시장

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이 지각하는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소비자의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렌탈 

시장에서 렌탈 서비스 성장 및 활성화에 관한 고객의 재

이용과 관련된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구축 및 로드

맵 수립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렌탈 서비스에서의 위험지각과 서비스품질 및 재이용 

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렌탈 서비스가 일반적인 구매

형태에 비해 더 위험하고 고객 만족에 따른 효용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렌탈 

서비스가 전체 소비자 시장에서보다 더 효율적인 구매 

패턴으로 자리를 선점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초

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갖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개인의 가전제품 등 편의용품 

렌탈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렌탈이 확산되어 소

유에 따른 유휴설비 미가동으로 인한 생산적 사회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렌탈 서비스 시장

렌탈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외국어로 ‘렌털(rental)’이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사전에

서 표기되고 있는 용어로서 ‘값 비싼 산업장비 등을 구입

해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빌려주는 임대업의 일종

으로 물건 등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이용요금을 받는 임

대차라는 성격에서 시설대여업인 리스제도와 유사하지

만, 렌탈은 사용기간을 고객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조

정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다시 물

건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민법상의 법률적인 제도’라는 정

의로 설명될 수 있다.

유엔(UN)의 국제표준상업분류에 의하면 렌탈의 경우

행정 및 지원서비스 활동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항목에는 

기계 장비, 자동차, 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rental services in the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Source : UN,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S), Revision 4”, 2008.

2.2 위험지각

가. 위험지각의 개념과 유형

왕엽(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에 따르면 위험지각

(risk perception)은 소비자가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상표선택, 점포선택 그리고 구매방식 선택 등을 행하

고자 할 때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을 말한

다[1]. 박명숙(2010)은 이때 위험이 지각될 경우 객관적 

또는 확률적인 위험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렌탈 서비스 이용고객의 위험지각 및 서비스품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571

실질적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였다.[2] 황우신(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은 소비자는 본질적으로 여러 대안 중

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길 원하며 그 선택에 있어서 

위험이 따른다고 제시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재무적 위

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사회 · 심리적 위험, 기능

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로 적합한 결정에 대한 불

확실성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와 다양한 수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면서[3], 이러한 위험은 통상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하기 위한 목적의 

불일치, 소유에 따른 만족, 최종적 선택에 대한 결과에 따

른 브랜드 평가, 이러한 선택에 대한 일치성 등과 유사한 

경우의 위험에 따른다고 하였다[4]. 위험지각은 이미 안

전이나 불법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

다[5]. 이와 같이 위험지각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몇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국내 · 외적 연구결과가 있으며, 

보통 4~6가지의 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렌탈 서비스에서 고객의 위험지각요인으로 Jacoby & 

Kaplan과 유기석 및 안희정(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위험요소를 측정하였다.

Table 2. Conceptual summary of risk perception

나. 위험지각관련 선행연구

이은진과 홍병숙(2006)에 따르면 위험지각은 소비자

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특정 점포나 상표를 선택 또는 

구매할 때 지각하게되는 심리적 위험이라 정의하였고, 

Cox(1967)와 Tayor(1974)는 위험지각 구성은 최종 구

매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객게 미치는 효과로 위험지각을 

정의하였다. 이규혜와 최자영(2007)은 인터넷에서의 정

보검색 불확실성은 인터텟 구매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품질위험과 배송위험에 대한 하

종경(2010)의 연구에서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와 고객의 접근성 간의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위험지각의 

역할이 유의미하다고 고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하홍열

(2011)은 재구매의도 제고에 있어 시간위험을 낮추는 행

위에 대한 언급도 선행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Table 3. Prior research on risk perception

다. 렌탈서비스에서의 위험지각 유형 도출의 근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위험지각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위험지각의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렌탈 서비스에서 고객의 위험지각으로 다

음과 같은 5가지 위험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연구결과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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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umer risk perception of household goods 

rental service

2.3 서비스 품질

Quinn et., al(1982)은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결과물

이 형태를 갖고 있는 물리적인 제품이나 구조체가 아니

며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없어지고 고객에게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반적인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6]. 즉, Lovelock(1981)에 의하면 서비스는 

유형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무형성(Intangibility), 만

들어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동시성(Inseparability), 소멸

성(Perishability),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숙련도

와 전문적인 차별화에 따른 이질성(Inconsistency)을 그 

특성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어 서비스품질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다[7].

서비스가 좋고 나쁘냐에 대한 평가가 고객의 주관적이

고 개인적인 의견에 좌우되기 때문에, 서비스품질이란 서

비스가 제공되는 수준이 얼마나 고객의 기대와 일치하느

냐에 대한 측정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느냐는 것이다[8].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미로 서비스품

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소비가가 인지하는 서비스품

질(Perceived Service Quality)이라고 정의된 바 있다..

Parasuraman et al.(1985)은 서비스품질 연구에 있

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다[10]. 이들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지각 사이의 불일치 정도와 그 방

향을 서비스품질이라고 정의하고, SERVQUAL 척도를 

개발하여 서비스품질을 측정하였다(진정, 2010). 루이스

와 붐스(R. C. Lewis and H. Booms, 1983)는 서비스

품질을 '전달된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의 척도'라고 정의하고,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기대에 

일치되도록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서비스품질에 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고는 

Parasuraman(1984)가 정의하는 개념과 일치하는데 고

객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은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품

질이라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 고객이 가진 인식의 결과

로 나타나게 된다고 언급했다[11]. 전문적 품질이란 고객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서로의 작용을 통해 제

공받은 궁극적인 제공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

정을 의미하며, 기능적 품질이란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제공받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측정을 의미한다[9]. J. Joseph Cronin과 

Jr. and Steven A Taylor에 따르면 인지되고 무의식적

으로 인식된 서비스품질이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단

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고객

의 태도로서 개념화되고 편의성 없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2].

Table 5. Service quality determinants
Source : Hyeyoung Ki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박정민(국가공인CS관리사)은 이상의 연구자들의 견해

를 요약해 보면, 서비스 성과에 대한 기대와 지각의 차이

로 서비스품질을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의 서비스성

과에 대한 고객의 지각만을 서비스품질로 정의할 젓인가

의 2가지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2]. 일반

적으로 서비스품질의 의미는 소비자가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제공된 서비스

의 실제 이행의 지각된 인지와 차별화된 우수성에 대한 

기대 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렌탈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

스품질을 유형, 신뢰, 응답, 확신, 공감 등 5가지의 유형 

중에서 렌탈 서비스 업종에 적정하게 맞을 것으로 보이

는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3가지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2.4 재이용 의도

김영일(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건 

구매고객의 재이용 의도는 물건을 공급한 공급자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효과나 작용을 미쳐 가



렌탈 서비스 이용고객의 위험지각 및 서비스품질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573

벼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매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

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끼면 동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다시 구매하거나 재이용하

게 되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투

자 없이 지속적인 수익 및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 창출

로 인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13]. 반면, 

고객 불만으로 인한 피해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기

업경영에 있어 마케팅전략이나 조직행동 측면에서 관계

몰입(relationship commitment)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재구매를 위한 의도로 이해하고 있다[14, 

15].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은 신규고객에게 집중하기 보

다는 기존고객의 재이용의도 창출에 더 많은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16].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훨

씬 적은 반면, 이러한 충성고객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수

익이 매우 크므로 기존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7]. 이에 렌탈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기능의 새로운 제품 사용을 

원하고 있는 고객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재이용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매 고객들은 렌탈 서비스

를 제품 품질 여하에 따라 인지하며,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고 이는 곧바로 재이용 의도에 반향을 일으키게 된

다. 즉, 만족을 느끼는 고객이 렌탈 서비스 후에 동 서비

스를 재이용 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추가

적인 투자 없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요창출

이 가능해진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기업에 

충성을 다하는 고객을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 제공업체의 마케팅 등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18].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렌탈 서비스에서 고객의 위험지각과 제공된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험지각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능적, 

심리적, 금전적, 시간, 미래 기회 상실 위험을 요인으로 

선정하고 서비스품질은 공감성, 확산성, 신뢰성을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1]은 본 연구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3.2.1 렌탈 서비스에서 고객의 위험지각과 제공된 렌탈

     서비스 품질의 관계

렌탈 서비스의 경우 렌탈 고객이 일반적인 구매에 비

하여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렌탈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제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만족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19]를 바탕으로 아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공된 렌탈 서비스의 위험지각은 서비스 품질에 

미친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

가설 1_1. 제공된 렌탈 서비스의 위험지각은 신뢰성

에 미친 영향은 유의 할 것이다.

가설 1_2. 제공된 렌탈 서비스의 위험지각은 확신성

에 미친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

가설 1_3. 제공된 렌탈 서비스의 위험지각은 공감성

에 미친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

3.2.2 렌탈 서비스에서 서비스품질과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

최진주(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2012)는 서비스품질

이 서비스 만족보다 재 구매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고, 이유재와 김우철(1998)은 서비스 환경 

또는 시설물 내에서 고객들은 그 환경에 따라 서비스 품

질을 지각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서비스는 구매 후에

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21]. 이에 본 연구도 렌

탈 서비스에서 렌탈 서비스품질과 렌탈 재이용 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 제공된 렌탈 서비스 품질은 유의한 영향을 재이

용 의도에 줄 것이다.

가설 2-1. 제공된 렌탈 서비스 품질은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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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 의도에 줄 것이다.

3.2.3 렌탈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재이용 

     의도의 관계

렌탈 서비스에 있어서 기능적 위험은 렌탈 제품의 불

량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고객이 렌탈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리적인 위험으로는 직접 구매를 

선택함으로써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과의 차별화를 느끼고자 하는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험지각으로 재이용 의도에 마이너스(-)의 영항을 미치

고 렌탈료가 비싸거나 임대 물건 교체 비용, 관리비용 과

다를 우려하는 금전적 위험과 렌탈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써 가격이 하락하거나 질이 나쁜 제품을 취하게 될 미래

기회 상실 위험 및 어느 정도 일정하게 체결된 기간의 부

담 등으로 인한 시간위험도 재이용 의도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제공된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재이용의도에 줄 것이다.

가설 3-1. 제공된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은 유의한 영

향을 재이용의도에 줄 것이다.

3.2.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렌탈 서비스에서 

     위험지각, 서비스 품질 및 재이용의도의 관계

본 설문지를 작성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인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렌탈 서비스을 이용함

에 있어 위험지각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 렌탈 서비스의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 및 서비스 제품이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렌탈 서비스 위

험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렌탈 서비스 품질별로 있을 것이다.

가설 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측정 도구의 구성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소비자들

의 렌탈 물건 이용 시 사용에 대한 위험지각에 관한 문

항, 렌탈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항, 구매 후에 동일한 렌탈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6. Composition and source of measurement tools

4. 실증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및 분석

렌탈 서비스를 경험해본 소비자를 설문조사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고, 설문조사자료 중 유효성이 높은 218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요인, 빈도, 요인분석, 신

뢰성, 다중회귀, 차이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하나, 조사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둘, 요인분석(component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연구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Kaiser 규칙이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측정변수의 신뢰성

을 분석하였고, 기술 통계 분석으로 측정변수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셋,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고, t-test 및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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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여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4.2 표본 특성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성

별에서는 남성이 108명(49.5%), 여성이 110명(50.5%), 

나이는 30세∼35세 43명(19.7%), 35세∼40세 미만 42

명(19.3%), 40세∼45세 미만 45명(20.6%), 45세∼50세 

미만 44세(20.2%), 50세 이상 44명(20.2%)이었고, 이중 

···· 미혼이 45명(20.6%), 기혼이 173명(79.4%)이었다. 

Table 7.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설문 작성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명

(10.1%), 전문대학교 졸업 21명(9.6%), 대학교 졸업 144

명(66.1%), 대학원 재학 이상 31명(14.2%), 직업은 전문

직 20명(9.2%), 회사원 130명(59.6%), 주부 40명

(18.4%), 기타 28명(12,8%)의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

로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31명

(14.2%), 300만원~500만원 미만 84명(38.5%), 500만

원~700만원 미만 75명(34.4%), 700만원 이상 28명

(12.9%)이었고, 제공된 이용 기간은 12개월 미만 67명

(30.7%), 12개월∼24개월 미만 74명(34.0%), 24개월 미

만 77명(35.3%)이었다.

Table 8. Rental service item response result

4.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신뢰, 요인 분석 수행함으로써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경우 요인적

재량 0.5 이상, 고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요인명을 정하였다. 그리고 신뢰성의 경우 동일 개

념이 여러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어 있을 때에 활용하는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에 

의해 Cronbach's α(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고, 

신뢰계수는 0.6 이상으로 하였다. 

4.3.1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

위험지각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와 분석 

시 사용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9. Result of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isk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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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서비스 품질

제공된 렌탈 서비스 품질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

석결과와 분석 시 사용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10. Service qualit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4.3.3 재이용 의도

재이용 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와 분

석 시 사용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Table 1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reuse intention

이상과 같이 분석한 측정변수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서비스품질은 평균이 3.316였

고, 위험지각은 평균이 3.032였으며 이 중 하부 변수인 

기능(심리)적 위험 2.779, 미래기회 상실 위험 3.142, 금

전적 위험 3.239,시간 위험 3.498이었다. 공감성 3.068, 

확신뢰성 3.412, 신성 3.469, 이었고. 재이용 의도는 평

균이 3.148로 나타났다.

Table 12. Average analysis result of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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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검증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과 t-test, ANOVA를 실시하

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험지각과 렌탈 서비스품질 및 재이용 의도 간의 효과

와 작용의 관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독립변수 투입으로 인

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VIF 값의 경우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ANOVA 및 t-test로 분석하였고, 집단 수가 2개 이하인 

경우는 t-test를, 2개 이상인 경우는 ANOVA를 실시하

였다. 또한 각 집단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산분

석 과정에서 사후다중 비교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수

행하였다. 

4.4.1 위험지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위험

지각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 등을 분석하였

고 위험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서비스품질이 신뢰, 공감, 확신성

의 3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VIF 값은 최소 1.057부터 최대 2.292의 수치를 

나타내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4.4.1.1 위험지각이 공감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13. Analysis of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empathy
*p<.05, ***p<.001, 1)성별(남성=0), 2)결혼여부(미혼=0), 3)직업(기타=0)이 기준임.

공감성에 위험지각이 어떠한 효과와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이런 분석 결과는 

렌탈 서비스 고객이 제품 이용상의 애로사항, 구매 후 유

지 및 관리의 문제로 인한 심리 및 기능적 위험이 커질수

록 공감성이 하락하고, 렌탈 이용 중에 렌탈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나 제품이 출

시될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미래기회 상실 위험이 커

질수록 공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렌탈 서

비스 제공업체에서 고객에게 일대일 밀착 대응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 이해하여 공감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심리, 기능적 위험과 미래기회 

상실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4.4.1.2 위험지각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이 독립변수인 확신성에 미치는 효과나 작용

을 하는가에 대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이런 결과

는 렌탈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품이나 제품의 이용상 문

제, 무상보수 및 사후관리, 사용 중 하자에 의한 위험이나 

좋지 않은 평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험이 커질수록 확

신성이 낮아지고, 렌탈 이용 시 강제적인 약정기간에 대

한 부담 및 단기간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문

제 등 시간증가에 따른 위험이 커질수록 확신성이 낮아

짐을 의미한다. 이에 렌탈 제공자가 자족감과 공손함을 

지니고 분명한 의사전달 능력으로 고객에게 확신을 주며, 

Table 14. Analysis of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confidence.
*p<.05, **p<.01, ***p<.001, 1)성별(남성=0), 2)결혼여부(미혼=0), 

3)직업(기타=0)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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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서비스에 대한 편리성과 안전성을 줌으로써 고객의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 기능적 위험과 시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4.1.3 위험지각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성에 미치는 위험지각의 효과와 작용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15]와 같다. 이런 결과는 렌탈 서비스 고객

이 제품상의 물리적인 하자, 구매후 유지보수의 애로사

항,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기능적 위험이나 부정

적인 인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험이 커질수록 신뢰성

이 떨어지고, 렌탈 서비스 이용 시 강제적인 약정기간에 

대한 부담감, 단발적인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용을 해야

하는 문제 등 시간 위험이 커질수록 신뢰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렌탈 제공자는 고객에게 심리적인 믿음을 

제공하고, 약정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써 고객의 신뢰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심리, 기능적 

위험과 시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able 15. Analysis of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reliability
*p<.01, 1)성별(남성=0), 2)결혼여부(미혼=0), 3)직업(기타=0)이 기준임.

본 연구의 가설 1인 ‘제공된 렌탈 서비스의 위험지각

이 서비스품질에 미친 영향은 유의할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1-1, 1-2, 1-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하나, 공감성에 고객의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에서는 기능(심리)적 위험과 미래기회 상실 위

험이 공감성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 확신성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에서는 기능(심리)적 위험과 시간 위험이 확신성에 마이

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 신뢰성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에서는 기능(심리)적 위험과 시간 위험이 신뢰성에 마이

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4.2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이용 의도에 렌탈 서비스품질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

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서비스품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재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

였고, 다중공선성의 경우 VIF값이 최소 1.080부터 최대 

2.291의 값을 보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4.4.2.1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이용 의도에 서비스 품질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고객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고객의 공감성이 커질수록, 렌탈 제공업체의 임직원에 대

한 고객의 확신성이 커질수록, 렌탈 제공업체에 대한 고

객의 신뢰성이 커질수록, 렌탈의 재이용 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렌탈 제공업체는 고객의 재이용의도를 제

고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집중

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able 16. Results of analysis on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n re-use intention
*p<.01, ***p<.001, 1)성별(남성=0), 2)결혼여부(미혼=0), 3)직업(기타=0)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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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2인 ‘제공된 렌탈 서비스품질은 재이

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채택

되었고, 2-1는 채택되었다.

재이용 의도에 서비스품질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확

인한 결과에서는 공감과 확신, 신뢰성이 재이용 의도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4.3 위험지각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이용 의도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분석

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위험

지각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재이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의 경우 VIF값은 최소 1.057부터 최대 2.292의 값을 보

여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4.4.3.1 위험지각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재이용 의도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렌탈 이용 

고객이 렌탈 제품의 사용상 애로, 구매후 유지보수 및 관

리의 문제, 사용상의 하자로 인한 기능, 심리적 위험이커

질수록 재이용 의도가 낮아지고, 강제적인 의무약정기간

이나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시간 위험이 

커질수록 재이용 의도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렌탈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재이용 의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는 제품의 기능이나 고객이 지각할 수 있는 심리적, 시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3인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은 재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고, 2-1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위험지각이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심리)적 위험, 시간 위험이 재이용의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4.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차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을 경험해본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 위험지각, 서비스 품질, 및 재이용 의도에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산출하

여 투입하였고, 성별과 기혼 또는 미혼 여부는 t-test를, 

나이와 학력, 월평균 소득, 이용 기간, 직업은 ANOVA를 

실행하였다.

4.4.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지각 차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른 위험지각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기능(심리적) 위험은 이용기간(F=5.328, p<.01)에 따

라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렌탈 서비스 이용 기

간의 경우 12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24개월 이상인 집단

보다는 기능(심리)적 위험이 더 컸으므로 12개월 미만의 

렌탈 서비스 소비자들의 기능(심리)적 위험을 줄이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금전적 위험은 성별(t=-2.962, p<.01)과 직업

(F=3.386, p<.05), 이용기간(F=4.879, p<.01)에서 금전

적 위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금전적 위험이 더 컸으며, 직장인과 기타보다는 전업 주

부들의 금전적 위험이 더 컸으며, 렌탈 이용기간이 12개

월 미만인 집단이 24개월 이상인 집단보다는 더 금전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 미래기회 상실 위험의 경우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 위험은 이용기간

(F=7.452, p<.01)과 성별(t=-2.083, p<.05)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시간 위험이 

더 컸고, 렌탈 이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집단이 12개월

∼24개월 미만인 집단보다는 시간 위험이 더 크게 나타

났다.

Table 17. Analysis of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confidence
*p<.01, ***p<.001, 1)성별(남성=0), 2)결혼여부(미혼=0), 3)직업(기타=0)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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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차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본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공감성의 경우 전문직보다는 회사원의 공감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F=3.455, p<.05)에 따라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공감성은 전문직이 가장 낮은 집단이

었고, 반면, 회사원은 공감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확

신성과 신뢰성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35세∼40세 미만, 고등학교 졸

업이하, 여성, 회사원과 주부, 기혼, 이용기간 24개월 이

상,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집단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다.

Table 18. Result of risk perception difference analysi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05, **p<.01, a, b는 scheffé 검증결과(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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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nalysis result of service quality differ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05, a, b는 scheffé 검증결과(a>b)..

Table 20. Result of analysis of difference in intention to re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05, **p<.01, ***p<.001, a, b는 scheffé 검증결과(a>b).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582

4.4.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이용의도 차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본 고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이용 의도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0]

과 같다. 재이용 의도는 월평균 소득(F=3.773, p<.05)과 

직업(F=2.937,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점이 있었

다. 전문직과 회사원의 재이용의도가 기타보다는 높게 나

타났고,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이 300만원 미만보다

는 의 재이용 의도가 높았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서는 통계적인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용기간 

12개월∼24개월 미만, 기혼, 남성, 35세~40세 미만, 전

문대학교 졸업 집단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다.

4.4.4.4 인구통계학적 표본의 렌탈서비스 이용의 품목에

       대한 설명

표본으로 추출된 렌탈 서비스 경험자들이 이용한 품목

의 경우 대부분이 일상속에서 필요에 의해 빌려써 본 경

험이 있는 가전제품이나 정수기 또는 렌트카 품목에 대

한 위험지각과 재이용의도를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제출받

았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발전

기 또는 고소작업차 등의 품목에 대한 렌탈 서비스 이용

고객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4.5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Table 21. Hypothesis test result

5. 결론

본 연구는 고객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소비

자의 위험지각,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

와 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렌탈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험지각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효

과와 작용을 분석하고,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서비스품질과 재이용 의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또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험지각이 재

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이용 의도에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렌탈 제도를 이용해본 설문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렌탈 서비스 이용 시의 위험지각, 서비스품질, 

재이용 의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

지각은 기능(심리)적 위험, 미래기회 상실 위험, 금전적 

위험, 시간 위험 등 4가지의 변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변인 중 기능(심리)적 위험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 등 3개 요인이 서비스품질에 대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은 공감성으로 나타났다. 단

일 요인으로는 재이용 의도가 구분되었고, 마지막으로 타

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에 무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렌탈 서비스에서 위험지각,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재

이용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4가지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 렌탈 서비스품질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을 검증한 결과, 공감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기능

(심리)적 위험과 미래기회 상실 위험이 공감성에 마이너

스(-)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기능(심리)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미래기회 상실 위험보다 영향력이 매우 컸다. 

확신성에 위험지각이 미치는 효과와 작용의 경우 위험지

각의 기능(심리)적 위험과 시간 위험이 확신성에 마이너

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중 기능(심리)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시간 위험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 위험지각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위험지각의 기능(심리)적 

위험과 시간위험이 신뢰성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이중 기능(심리)적 위험이 상대적인 면에서 시

간 위험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

둘,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서비스품질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

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직업1, 직업2, 월평균 가구소

득, 이용기간이 재이용 의도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서비스품질에서는 3개요인 모두가 유의한 플

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중 신뢰성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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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셋, 위험지각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결혼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이 재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위험지각에서는 기능

(심리)적 위험과 시간 위험이 재이용 의도에 마이너스(-)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중 시간 위험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높았다.

넷,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렌탈 서비스 위험지각, 

서비스 품질, 재이용 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지각의 경우 기능(심리)적 위험

과 금전적 위험은 12개월 미만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미래기회 상실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시간 위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시간 

위험이 더 높았고 기능(심리)적 위험, 금전적 위험과 마

찬가지로 12개월 미만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차이의 경우 공

감성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 회사원

의 공감성이 가장 높았던 반면, 확신성과 신뢰성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렌

탈 이용 기간 24개월 이상 집단의 평균이 비교적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재이용 의도 차이의 경우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700만원 이상의 

재이용 의도가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통계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렌탈 서비스 제공업체

가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고객이 지각할 수 있는 

심리, 금전 및 시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화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험지

각은 모든 유형의 렌탈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이유는 

무형의 고객 서비스가 아닌 유형의 물건을 렌탈하는 서

비스의 유형으로 종류나, 기능적으로 상이하다고 해서 렌

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위험지각이나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과 실제적 합의와 

관련하여 렌탈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부정적인 인식이나 

심리적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렌탈 서비스 제공자

들이 고객의 위험지각을 제거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유지보수등을 제공해야하고 신뢰성제고 및 고객

세분화를 통한 충성고객에 대한 마케팅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확산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Bauer, R. A(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Robert S. Handok, Dynamic 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DOI : 10.14400/JDC.2016.14.12.1

[2] Wang Yup (2013), The Effect of Consumer Risk 

Perception on Purchase Intention and Shopping 

Avoidance In Internet Shopping Malls in China: 

Moderating Effect of Moderating Focus and Fashion 

Involv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3] Yu-Seok Yoo and Hee-Jeong Ahn,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ptual Risks of Low-Cost and 

Conventional Airlines on Airline Selection Attributes”,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8, pp.

[4] Lee Hae-rin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in Risk Perception and Choice Attributes of Air 

Passengers,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18, 

No. 4 (Vol. 62), pp.317-339.p

[5] Jacoby, J. & Kaplan, L.(1972), The Components of 

Perceived Risk, Proceedings of 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pp.382-393.

[6] Quinn, J. B., Baruch, J. J., & Paquette, P. C. (1988). 

Exploiting the manufacturing-services interface. Sloan 

Management Review, 29(4), 45.

[7] Lovelick(1981). "Why Marketing Management Needs to 

be Different for Services," in Marketing of Services. 

James B. Donnelly and William R. George, eds., 

Chicago: AKA. 5-9.

[8] Lewis, Robert C. and Bernard H. Booms (1983), "The 

Mar- keting Aspects of Service Quality," in Emerging 

Perspec- tives on Services Marketing, L. Berry, G. 

Shostack, and G. Upah, eds., Chicago: American 

Marketing, 99-107.

[9] Gronroos, C.(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3, No.4, pp.89-103.

[10] Parasurarman, A., V. A. Zeithaml., L. L. Berry(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Vol.49.(fall), pp.41-50.

[11] Poonggae (2013),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of 

Airport Workers on Visitor Satisfaction and Trust: 

Focusing on Weihai International Airport User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ourism 

Management.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584

[12] Calm (2010),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Chinese 

Internet Shopping Malls, Bae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13] Kim Young-il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Hospital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14] Nirmalya Kumar, Lisa K. Scheer, and Jan-Benedict E. 

M. Steenkamp. The Effects of Perceived 

Interdependence on Dealer Attitud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2(3):348–356, 1995. 

doi:10.2307/3151986.

[15] Dwyer, F. Robert, Paul H. Schurr, and Sejo Oh. 

“Developing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1, no. 2 (1987): 11–27. 

https://doi.org/10.2307/1251126.

[16] Jeon Seong-eun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hopping Sites Affecting Customers' 

e-Satisfaction, e-Loyalty, and Repurchase Intention,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7] Jong-Hoon Yoon, Kwang-Seok Kim, Yong-Min Kim.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Logistics Service 

Quality Factors in Internet Shopping Mall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t-purchase Behavior. 

Proceedings of the fall academic presentat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Systems, 2005(0): 

215-224p

[18] Cheolhee Nam (2013), “The Effect of Office 

Equipment Rental Service Quality on Reuse Inten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 Gronroos C.(1990). Service management and 

marketing : managing the moment of truth in service 

competition, (Massachusetts : Lexington books).

[20] You Jae Yi, and Woo Chul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on service quality 

evaluation." Marketing Research 13.1 (1998): 61-86.

[21] Jinju Choi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of low-cost airlines,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ourism.

하 규 수(Kyu-Soo Lee)    [정회원]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J.D)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 대학원 

졸업 (LL.M)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현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벤처투자, 벤처경영, 경영전

략

․ E-Mail : kyusooha@naver.com

전 세 훈(Se-Hoon Jun)    [정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

영학과 (학사)

․ 2019년 2월 : 호서대학교글로벌창업

대학원 창업컨설턴트학과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벤처

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 현재 : 엔터프라이즈제이 주식회사

․ 관심분야 : 벤처경영, 벤처투자, 경영전략

․ E-Mail : shjun20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