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lobal music industry has been growing steadily every year.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music streaming

services in the overall market are expanding. It shows same pattern in domestic market. Also, several companies

are providing music streaming services competitively. It is clear tha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effective operations

of music streaming service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f customization and network effect o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loyalty. We collect survey data and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latent variables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We find that customization and network effect of music streaming services positively affect service

quality. However, the effect of customization on customer loyalty is not significant and there is a negative effect of

network effect on customer loyalty. Finally, we find that service quality works as a mediator between customization

and customer loyalty, and service quality also works as a mediator between network effect and customer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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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FPI(2019)에 의하면 2018년 세계 음원 시장은

전년 대비 전체 수익이 약 9.7% 증가했으며, 과거

국제 음원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물리적

인 형태의 음원 구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그 자리를 디지털 다운로드 및 음원 스트

리밍이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다운

로드 수익의 비중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비중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음원 시장에서

물리적 구매 및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와 같은 음

원의 개인적 소유보다 음원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서비스 구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기 때문이다. 통계청(2016)에 의하면 국내 음원 시

장 역시 매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해왔으며 그 중

온라인 음악 유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평균

적으로 15%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음원 시장의 동향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멜론은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회사였다. 그러나 플로,

바이브 등 후발 주자들에 의해 맹추격을 받고 있

는 실정으로서 이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하며 특히 플로는 런칭 후

한 달 만에 시장 점유율 15%를 점유하는 실적을

보임으로서 기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멜론은

더 이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국내 음원 스트리밍 기업들은

점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각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를 하고 있다.

특히, 각 기업들은 이른바 고객화(Customization)

기능을 통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멜론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음원 데이터베이스와 가

입자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고객의 취

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준다. 더불어 GPS 기능

을 이용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해당 지역의 날

씨를 반영해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지니 뮤직은 개인의 음악 감상 이력

데이터와 스트리밍 데이터를 필터링 방식을 활용

하여 개인의 감상 이력에 부합하는 새로운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노래를 흥얼

거리기만 해도 어떤 곡인지 알려주는 허밍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

편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바이브나 플로는 인

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였는데 플

로는 사용자의 취향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다

음 해당 사용자에게 맞는 음악을 끊임없이 추천하

며 서비스를 사용할수록 고객의 청취 데이터가 축

적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추천할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브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

여 개별 고객에게 끊임없이 음원을 추천해주는 서

비스를 주된 경쟁 무기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경쟁

이 격화되는 시장 속에서 고객화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이려

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

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객화와 네트워크

효과가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에

서 고객화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연구들과 더불어

(Devaraj et al., 2006; Iacobucci et al., 1995; Li

and Yeh, 2009; Srinivasan et al., 2002) 서비스

품질과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Cronin and Taylor,

1992; Grönroos, 1984; Li et al., 2012; Parasuraman

et al., 2005; Wang and Liao, 2007), 고객화와 서

비스 품질의 관계 등을 조망한 연구들(Bettencourt

and Gwinner, 1996; Coelho and Henseler, 2012;

Entwistle and Lewis, 1990; Iacobucci et al., 1995;

Kalinic and Marinkovic, 2016) 이 다수 있어왔으

며,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네트

워크 효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 왔으나(Gupta

and Mela, 2008; Katz and Shapiro, 1994; Lin

and Bhattacherjee, 2008; Lin and Lu, 2011; Wu

et al., 2007; Yang and Mai, 2010), 음원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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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화, 서비스 품질,

고객 충성도 간의 종합적인 인과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없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고객화,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충성

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기

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며 제

4장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고 제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선행 연구

2.1 고객화

고객화는 ‘기업이 고객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

로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영 활동’으로

서(Gilmore and Pine, 1997; Hart, 1995), 여러 연

구를 통해 고객화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임으로서 기업의 경쟁 전략이 될 수 있

음이 제시되었다(Bettencourt and Gwinner, 1996;

Entwistle and Lewis, 1990; Simonson, 2005).

고객화와 관련된 초기 연구로, Surprenant and

Solomon(1987)은 금융업에서 직원의 서비스 고객화

행동이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Bettencourt and Gwinner

(1996)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고객화 활

동이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경험을 개선할 수 있

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개별 고객

의 반응에 세부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또한 Ostrom and Lacobucci(1995)는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가격, 품질, 직원의 친절도 그리

고 고객화 4가지 요소가 고객 만족도, 구매 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기 고객화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고객화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다루었는데, 반면 고객화를 서비스 품질과 독립적

인 요소로 다룬 연구들 또한 이루어졌다. Sundbo

(2002)는 서비스 표준화와 고객화를 구분하여 실

험을 통해 각 산업군 별로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한

지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역동적이고 고객 중

심적인 산업일수록 고객화 전략이 더 유효하며 반

대로 덜 역동적이고 제품 중심적인 산업일수록 표

준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하였다. Vilares et al.

(2006)은 포르투칼 은행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Fornell et al.(1996)에 의해 제시된 ACSI(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모델을 변형한 ECSI

(Europ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문항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고객화가 고객 만족, 충

성, 신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화가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인 연구들도 많은데,

Wang et al.(2010)은 고객화와 표준화 모두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두 요인의 교호작용은 없었다고 하였다. Coelho

and Henseler(2012)는 은행서비스, 케이블TV 이

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서비스 고객화가

고객 만족도, 고객 신뢰도에 둘 다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였다.

한편,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의 고객화를 다룬 연구도 다수 있다.

Srinivasan et al.(2002)은 전자 상거래를 활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전자 상거래 환

경에서의고객충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고객

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Li and Yeh

(2009)는 모바일 상거래 환경에서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 요인 중 하나로 고객화

를 다루었으며, Thirumalai and Sinha(2011)는 전

자 상거래 환경에서 고객화를 의사결정 고객화, 거

래 고객화로 세분화 하여 두 유형의 고객화가 제품

가격, 다양성, 고객의 수 등을 통제 변수로 두었을

때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온라인

필드 스터디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고객화는 여러 문

헌에서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

되어 왔으며 서비스 품질의 한 요인으로 여겨졌으나



118 음상원․임호순․한영미

점차 고객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객화를 서

비스 품질과 독립적인 한 요인으로 분리하여 고객

화가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인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H1) 고객화는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H2) 고객화는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같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 혹은 서비

스가 주는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Katz

and Shapiro, 1985). 네트워크 효과는 직접 네트워

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로 구분 되는데 직

접 네트워크 효과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효용이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 네트워크 효

과는 제품 및 서비스의 효용이 해당 제품 및 서비

스의 보완재 혹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용에

따라 함께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Basu et al.,

2003).

기존의 연구들은 수리 모형을 이용한 방식과 실

증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및 효과를

밝힌 연구들로 나뉘는데, Sun et al.(2004)에 의하

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제품의 시장 전략을

게임 이론을 이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자의 관점에

서 제품의 품질, 제품 개발 비용, 네트워크 효과의

정도, 라이센스 여부에 따라 각 상황에 부합하는 시

장 전략을 제시하였고, 제품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

지 않고 초기 제품 생산비용이 높은 경우 단일 제

품 독점(Single Product Monopoly) 전략이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Cheng and Liu(2011)는 무료 체

험 소프트웨어(Free Trial Software)를 대상으로

기간 내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Time locked version)와 시간제한 없이 단순히

기능만 제한된 소프트웨어(limited version)로 구

분하여 네트워크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기대감 또한 낮을 때 시간이 제한된 소

프트웨어의 효용이 더 좋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사

용비용, 네트워크 효과, 고객의 기대감, 고객의 소

프트웨어 학습 시간에 따라 무료로 풀어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제시하였으며, 반면 네

트워크 효과가 강하다면 기능만 제한된 소프트웨어

가 효용이 더 좋다고 제시하였다. Anderson et al.

(2013)은 양면 네트워크 외부성(Two-sided Net-

work Externality)이 있는 시장에서 독점, 가격 설

정 복점(Price-setting Duopoly), 그리고 가격 수

용 복점(Price-taking Duopoly) 세 가지 상황에서

플랫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수리 모

형을 이용하여 제시하며, 현존하는 비디오게임 시

장에 대입하여 각 회사가 취해야 할 경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Wang and Wang(2016)은 소비자선택

모형(Consumer Choice Models) 중 기본이 되는

다항 로짓 선택 모형(Multinomial Logit Choice

Model)을 제품 속성, 가격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는 모형과 이를 도해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구글 안드로이드 게임 중 4가지 카

테고리의 게임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의 소

비자 선택 모형을 이용했을 때와 네트워크 효과를

같이 고려한 새로운 모형을 비교함으로서 기존의

소비자 선택 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Lin and

Bhattacherjee(2008)는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사용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서

비스 품질 및 지속적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보였으며 Lin and Lu(2011)는 타이

완의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유

용성, 재미 그리고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지 살펴보았는데, 네트워크 효과를 사용자 수

(Number of Member), 또래집단의 수(Number

of Peers), 그리고 인지된 상보성(Perceived Com-

plementarity)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수가 재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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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네트워크 효과 요소가 유용성, 재미에 영향을 미

쳤으나 지속적 사용 의도에는 또래집단의 수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Chiu et al.(2013)은

중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효

과가 고객 만족도, SNS 식별(SNS Identification)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네트워크 효과

를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구분하여, 모든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고객 만족도는

효능감(Subjective Well-Being)과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Hsu and Lin

(2016)의 연구 또한 타이완 사람들의 IoT 서비스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 효과는 오히려

고객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는데, Liebowitz and Margolis(1994)는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을 지적하며, 그 예시로 전화나 컴퓨터 네트워크가

유저 수의 증가로 인해 과부하 상태가 되면 개별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점을 예

로 들었다. Asvanund et al.(2004)은 P2P(Peer to

Peer) 음악 공유 사이트상의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만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한정된 규모의 인

터넷 네트워크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함께 지적하였다.

그리고 P2P 사이트의 로그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로그인 재시도 수, 대기

시간, 다운로드 시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으로서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

과만 가진 것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Chung and

Yoo(2015)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부의 정

책과 기술 혁신 속도 등 시장의 특성이 시장의 규

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초기엔 기술 혁

신 속도와 정부 정책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네

트워크 효과가 신규 가입자 수로 대표되는 시장의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장의 규모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더 커지는 모습을 OECD 국가의 모바일 서비스 자

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보였다. Zhang et al.

(2016)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과도한 성능, 과

도한 정보 그리고 과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의 피로감과 나아가 사용 중

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는

데, 그 중 네트워크 효과를 대변하는 과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서비스 이용의 피로감, 나아가 사용 중

단 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Zhu and Bao(2018) 또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직,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사생활에 대한 걱정, 사회적 피로 등에 영향을 미치

고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사용의 피로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수의 연구에서 네트

워크 효과의 존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구분하여 두 유형의 네트워

크 효과 중 일부는 고객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네트

워크 효과가 서비스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들이 다수였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

워크 효과는 오히려 고객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다수였는데,

그 이유로 사이버 환경에서의 대인 관계 형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서버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에 따른

개별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에

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

비스 제공자의 서버를 공유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

비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를 바

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H3) 네트워크 효과는 서비스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H4) 네트워크 효과는 고객 충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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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견인하는 전

략적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Gale et al., 1994).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양한 산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등

경영성과의 선행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Chen et

al., 2019; Chu et al., 2012; Zhou, 2013). 그러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과 다르게 고객의 심리적 요소 등 눈

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

려운데(Fitzsimmons et al., 2008),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과 더불어 개별 산업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Grönroos(1984)는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

할 때 그들이 기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실제 받은

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하여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

으로 평가한다고하였는데, 이후 이를 바탕으로여러

서비스 품질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Parasuraman

et al.(1985)은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5가지 격차

(Gap)가 존재하는 것을 모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후 Parasuraman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고객

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실제로 인지하는 서비

스 수준 간의 차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SERVQUAL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Cronin and

Taylor(1992)는 SERVQUAL이 고객의 기대 수준

과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을 두 번

측정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고객의

기대수준이 아닌 실제 지각한 서비스 수준만 이용

하는 SERVPERF을 제안하였으며 4 종류의 산업

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SERVPERF 모형

으로도 SERVQUAL에 필적하는 충분히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Brady and

Cronin(2001)은 상호작용품질(Interaction Quality),

물리적 환경 품질(Physical Environment Quality)

그리고 결과 품질(Outcome Quality)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품질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각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 모형을 살펴보

면, 초기에는 Yoo and Donthu(2001), Loiacono

et al.(2002), 그리고 Zeithaml et al.(2002) 등 기

존의 서비스 품질 모형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의 질

을 함께 고려한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전자

상거래 환경의 특수성에 주목한 서비스 품질을 다

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Santos(2003)는 전자상

거래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은 기존의 서비스 품

질 모형들과 다른 속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용의

편의성, 외관, 컨텐츠의 품질 등으로 구성된 내장

된 요소(Incubative Dimension)들과 신뢰성, 효율

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외향적 요소(Active

Dimension)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서비스 품질 프

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Wolfinbarger and Gilly

(2003)는 전자 유통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

해 신뢰도(Reliability), 웹사이트 디자인(Website

Design), 보안성(Security) 그리고 고객 서비스

(Customer Service)로 이루어진 etailQ를 제시하

였으며, Parasuraman et al.(2005)는 전자 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유용성, 주문처리속도, 개

인정보보호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E-S-QUAL과 서비스 실패 상황

에서 복구(Service recovery)의 질을 측정하는 E-

RecS-QUAL을 제시하였다. 이후 Bauer et al.

(2006)은 eTransQual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모형

은 기존의 서비스 품질 모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고객이 느끼는 즐거움(Enjoyment)을 함께 반영했

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Lee and

Yu(2018)나 Martin-Domingo et al.(2019)과 같

이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등록된 고객 리뷰

등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 품질 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서비스 품질은 기존 제

품 품질과 구분되어 고객의 심리 등을 고려한 모

형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후 디지털 서비스 품

질은 물리적 서비스 품질과 구분되어 새롭게 고려

되어야 할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모형들이 개발되

었다. 또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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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H5) 서비스 품질은 고객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서비스 품질의 매개 효과

여러 문헌에서 서비스 품질이 단순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닌 다른 요인들 간을 매

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되었는데, Ruyter et al.

(1998)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이미지, 서비

스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는데 서비스 품질이 회사의 이미지와 고객 만족

도 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Samat et al.

(2011)은 말레이시아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시

장 구조, 서비스 품질,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로, 시장구조가 서비스 품질, 조직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품질

역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시장구조와 조직성과 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였

다. Kaliappen et al.(2017)은 말레이시아 3성 이

상 호텔 관계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경쟁자의 구조,

고객 구조 그리고 조직 기능 간 통합의 정도가 서

비스 품질 및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

하였는데 서비스 품질이 경쟁자의 구조, 고객 구조

와 조직성과 간을 매개하지만 조직 기능 간 통합

의 정도와 조직성과 간 매개 효과는 없었다. 그리

고 Eum et al.(2019)은 TV 홈쇼핑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화가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이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서비스 품질은 다양한 산

업에서 조직성과, 고객 만족도 등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이미지, 시장 구조 등

연구자들이 독립 변수로 선정했던 요인들과 조직성

과 등의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6-1. 서비스 품질은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서비스 품질은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한 가

설들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통해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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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빈도 비율(%) 항목 분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14 49.2%

거주지역

대구광역시 23 5.3%
여성 221 50.8% 인천광역시 23 5.3%

연령대

10∼19세 117 26.9% 광주광역시 11 2.5%
20∼29세 107 24.6% 대전광역시 10 2.3%
30∼39세 104 23.9% 울산광역시 8 1.8%
40∼49세 107 24.6% 경기도 99 22.8%

월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05 47.1% 강원도 11 2.5%
200∼400만 원 미만 140 32.2% 충청북도 10 2.3%
400∼600만 원 미만 49 11.3% 충청남도 17 3.9%
600∼800만 원 미만 20 4.6% 전라북도 18 4.1%
800∼1000만 원 미만 15 3.4% 전라남도 7 1.6%
1000만 원 이상 6 1.4% 경상북도 17 3.9%

서비스
이용 빈도

5회 이하 97 22.3% 경상남도 23 5.3%
6∼10회 72 16.6% 제주특별자치도 2 0.5%
11∼15회 61 14.0% 세종특별자치시 4 0.9%
16∼20회 52 12.0

최근
서비스
이용 기간

3개월 이내 321 73.8
21회 이상 153 35.2 4∼6개월 이내 35 8.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17 26.9 7∼12개월 이내 23 5.3
부산광역시 35 8.0 1년 이상 56 12.9

<표 1> 인구통계학적 분석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들은 선행 문헌에서 활

용한 문항을 기반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

게 수정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했다. 고객화

는 Li and Yeh(2009)의 연구에서 3문항, 네트워크

효과는 Chiu et al.(2013)의 연구에서 규모, 평판,

지각된 호환성, 그리고 지각된 상보성으로 구성된

12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서비스 품질은 Kuo et al.

(2009)의 연구에서 컨텐츠 품질, 시각적 디자인 품

질, 관리품질, 그리고 신뢰도품질로구성된 12문항,

그리고 고객 충성도는 Parasuraman et al.(2005)

의 연구에서 3문항을 활용하였다.(설문 문항에 대

한 요약은 부록 참조)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5일 동안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표집 대상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로서, 총 435 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R 3.5.3

이며, 구조 방정식 검증을 위해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설문에 참여한 이들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

성이 214명(49.2%), 여성이 221명(50.8%)이며, 연령

대는 10대가 117명(26.9%), 20대가 107명(24.6%),

30대가 104명(23.9%) 그리고 40대가 107명(24.6%)

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 지역 분포는 서울특별시

117명(26.9%), 부산광역시 35명(8.0%), 대구광역시

23명(5.3%), 인천광역시 23명(5.3%), 광주광역시

11명(2.5%), 대전광역시 10명(2.3%), 울산광역시 8명

(1.8%), 경기도 99명(22.8%), 강원도 11명(2.5%),

충청북도 10명(2.3%), 충청남도 17명(3.9%), 전라

북도 18명(4.1%), 전라남도 7명(1.6%),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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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념 문항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 표준오차 P-value C.R AVE Cronbach’s

고객화
C1 0.827 - -

0.832 0.623 0.828C2 0.815 0.055 0.000
C3 0.718 0.054 0.000

고객충성도
L1 0.848 - 0.000

0.874 0.698 0.872L2 0.852 0.048 0.000
L3 0.805 0.048 0.000

규모
NS1 0.840 - -

0.895 0.740 0.893NS2 0.900 0.051 0.000
NS3 0.838 0.052 0.000

평판
EP1 0.844 - -

0.873 0.697 0.872EP2 0.838 0.045 0.000
EP3 0.822 0.048 0.000

지각된
호환성

PC1 0.752 - -
0.793 0.562 0.790PC2 0.742 0.078 0.000

PC3 0.756 0.067 0.000

지각된
상보성

CO1 0.753 - -
0.796 0.565 0.794CO2 0.790 0.067 0.000

CO3 0.719 0.074 0.000

컨텐츠
품질

CQ1 0.846 - -
0.862 0.644 0.833CQ2 0.832 0.046 0.000

CQ3 0.705 0.045 0.000

시각적
디자인 품질

BV1 0.763 - -
0.811 0.590 0.811BV2 0.772 0.070 0.000

BV3 0.767 0.067 0.000

관리 품질
MS1 0.815 - -

0.832 0.623 0.832MS2 0.765 0.056 0.000
MS3 0.786 0.054 0.000

신뢰도 품질
SC1 0.764 - -

0.831 0.621 0.831SC2 0.807 0.059 0.000
SC3 0.794 0.064 0.000

<표 2> 확인적 요인 분석

17명(3.9%), 경상남도 23명(5.3%), 제주특별자치도

2명(0.5%) 그리고세종특별자치시 4명(0.9%)로 구성

되어 있다. 월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205명

(47.1%), 200∼400만원미만이 140명(32.2%), 400∼

600만 원 미만이 49명(11.3%), 600∼800만 원 미만

이 20명(4.6%), 800∼1000만 원 미만이 15명(3.4%),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6명(1.4%)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 빈도는 한 달에 5회 이하가 97명

(22.3%), 6∼10회가 72명(16.6%), 11∼15회가 61명

(14.0%), 16∼20회가 52명(12.0%) 그리고 21회 이

상이 153명(35.2%)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서비스 이용 기간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이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본 고객이 321명(73.8%),

4∼6개월 이내가 35명(8.0%), 7∼12개월 이내가 23

명(5.3%), 그리고 1년 이상이 56명(12.9%)로 구성

되어 있다.

4.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항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살펴보면, 결합신뢰도(Composite Reli-

ability)와 Cronbach’s가 모두 0.7 이상이며 평균분

산추출량(AVE)이 모든 척도에서 0.5를 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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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개념 고객화 고객
충성도 규모 평판 지각된

호환성
지각된
상보성

컨텐츠
품질

시각적
디자인
품질

관리
품질

신뢰도
품질

고객화 (0.789)

고객 충성도 0.672 (0.836)

규모 0.362 0.391 (0.860)

평판 0.531 0.572 0.453 (0.835)

지각된 호환성 0.535 0.578 0.458 0.670 (0.749)

지각된 상보성 0.543 0.585 0.464 0.679 0.685 (0.752)

컨텐츠 품질 0.645 0.790 0.460 0.673 0.679 0.688 (0.803)

시각적
디자인 품질 0.642 0.787 0.458 0.670 0.676 0.685 0.813 (0.768)

관리 품질 0.571 0.700 0.407 0.596 0.601 0.609 0.723 0.720 (0.789)

신뢰도 품질 0.632 0.775 0.450 0.659 0.666 0.674 0.801 0.797 0.709 (0.788)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도 검정

대각선의 괄호 안의 숫자들은 평균분산추출량(AVE)의 제곱근임.

가설 경로 경로계수 Z-value P-value 채택/기각

H1 고객화 → 서비스 품질 0.193 3.967 0.000 채택

H2 고객화 → 고객 충성도 0.046 0.612 0.541 기각

H3 네트워크 효과 → 서비스 품질 0.806 10.499 0.000 채택

H4 네트워크 효과 → 고객 충성도 -0.632 -2.632 0.008 채택

H5 서비스 품질 → 고객 충성도 1.447 5.387 0.000 채택

<표 4> 가설 검정

Chi-square = 936.544(df = 391), p-value = 0.000, CFI = 0.937, TLI = 0.930, NFI = 0.898, GFI = 0.874, AGFI = 0.851,
RMSEA = 0.057, SRMR = 0.048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신뢰도는 확보되

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또한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이 모두 0.7 이상이므로 개념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가 만족되었는데 이는 요인 적재량들

이 각 잠재 변수들을 설명함에 적합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Hulland, 1999). 마지막

으로 판별 타당도는 Fornell and Larcker(1981)

가 제시한 방법으로 <표 3>과 같이 각 잠재 변수

의 평균 분산 추출량의 제곱근과 잠재 변수 간 상

관 계수를 비교하여 검정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모형의 잠재변수들이 전반적

으로 평균 분산 추출량의 제곱근이 각 변수들의 상

관계수들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컨텐츠 품질과 시각적 품질은 다른

상관계수들에 비해 그 크기가 크지 않았으므로 해당

모형의 판별 타당성이 부족함이 한계로 남는다.

4.3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을 위해 <표 4>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연구 모형의 적합

도를 산출하였다.

검정 결과 고객화가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네트워

크 효과는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충성도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서비스 품질엔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고객 충성도엔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고객 충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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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경로계수 Z-value P-value 채택/기각

Step 1 고객화 → 서비스 품질 0.985 14.111 0.000 채택

Step 2 고객화 → 고객 충성도 0.862 15.099 0.000 채택

Step 3
고객화 → 고객 충성도 0.101 1.675 0.094 기각

서비스 품질 → 고객 충성도 0.796 11.684 0.000 채택

Step 1 네트워크 효과 → 서비스 품질 0.998 11.790 0.000 채택

Step 2 네트워크 효과 → 고객 충성도 0.859 11.356 0.000 채택

Step 3
네트워크 효과 → 고객 충성도 -0.695 -2.915 0.004 채택

서비스 품질 → 고객 충성도 1.544 6.378 0.000 채택

<표 5> 매개효과 검정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카이제곱(Chi-square)

계수가 936.544이고 자유도가 391로서 카이스퀘

어 계수를 자유도로 나누었을 때 2.395로서 일반

적으로 3 이하면 연구 모형이 수용 가능한 수준

이라 판단되므로(Kline, 2015), 해당 모형은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CFI, TLI, GFI, AGFI 등은 일반적으로 0.9가 넘

으면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는데(임동훈, 2017),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은 CFI, TLI은 0.9를 넘

었지만 NFI, GFI 그리고 AGFI는 0.9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적합도가 0.8만

넘어도 충분히 적합도를 지닌 모형으로 판단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Achrol and

Stern, 1988; Anderson and Narus, 1990; Bagozzi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합도 지수

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RMSEA, SRMR은 일반적으로 0.1보다 낮으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 추정된 계

수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이 고객화와 고객 충

성도,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간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간 서비스 품질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독립 변수인

고객화가 매개 변수인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 = 0.985, p = 0.000)이 유의하고, 고객화가 종

속 변수인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0.862,

p = 0.000) 또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화

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고객 충성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검정된 것과 달리 매개변

수인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그 영

향력( = 0.101, p = 0.094)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품질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0.796, p = 0.000)은 유의 하였으므로 서비스 품

질은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간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간 서비스

품질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네트워크

효과가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 0.998, p

= 0.094)이 유의하고,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 0.859, p = 0.094) 또한 유의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였

을 때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네

트워크 효과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0.695, p = 0.004)이 유의하고 서비스 품질이 고

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1.544, p = 0.000)

또한 유의하였으며,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

였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충성도에 미친 영

향력이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 효

과가 고객 충성도에 미친 영향력보다 낮았으므로

서비스 품질은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간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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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

으로 고객화 및 네트워크 효과와 서비스 품질과

고객 충성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정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화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은

채택되었다. 고객화는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품질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객이 느끼

는 고객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고객이 인지하는 서

비스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높아진 서비스 품질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네

트워크 효과는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 네트워크 효과는 고객 충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네

트워크 효과가 강해질수록 고객 충성도는 낮아진

다는 것으로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둘째, 서비스 품질은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그

리고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간 매개 효과

가 있다. 우선 서비스 품질은 고객화와 고객 충성

도 간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객화가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고객화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원래 고객화

가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서비

스 품질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서비스 품질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

도 간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 외에 서비스 품질을 통해 고객 충성도

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함께 미친다는 것으로, 이

는 같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더

라도 네트워크 효과를 더 강하게 느끼는 기업은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품질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여 고객 충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고객화와 네트

워크 효과가 서비스 품질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다양한 산업에서 서

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및 충성을 견인하는 주요

한 요소라는 기존의 연구 흐름에 부합하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서비스 품질이 고객 충성도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서비스 품질이 고객화와 고객 충성도 그리

고 네트워크 효과와 고객 충성도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기존 여러 문헌에서 고객화

와 네트워크 효과가 고객 충성도를 견인하는 전략

적 요소라는 점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고객화와 네트워크

효과가 독립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견인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서비스에 대해 형성된 태도로서의 서

비스 품질 개선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확

인하였다. 즉,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에서 고

객화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고객 충성도를 증가

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두 전략을 단독으

로 수행하는 것 보다 이를 포함한 서비스 품질 개

선 전략과 병행하였을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

장 큰 규모의 음원 스트리밍 회사인 멜론의 경우

개별 사용자가 들었던 음악의 장르, 아티스트, 소

속사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만 한 큐레이

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참여로 이루어

지는 뮤직어워드 등 고객화와 네트워크 전략을 함

께 활용하는데, 이와 더불어 멜론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컨텐츠 및 새로운 기능들의 직

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페이지를

개선함으로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하여 고객 충

성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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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네트워크 효

과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효과가 서

비스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

고, 서비스 품질을 통해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 또한 긍정적임을 확인하였으나, 네트워크 효과

가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부정

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운

영사에게 네트워크 효과가 서비스 품질과 더불어

경영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서비스

품질의 뒷받침 없이 네트워크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성과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을 도출함으로서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

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고객화,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 품질 그리

고 고객 충성도 간 전반적인 선, 후행 관계는 밝혔

으나, 성별, 연령대 등 사용자의 유형 별로 각 변

수들 간 영향력의 차이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유형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의 차이,

그리고 통계적 유의함에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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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측정 변수와 정의

측정 변수 잠재 변수 측정 내용

고객화 고객화 맞춤화 된 서비스 제공 정도, 추천된 서비스의 정확성

네트워크효과

규모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규모

평판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평판

지각된 호환성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지각된 상보성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다양성, 사용자의 서비스 참여 정도(인기
투표, SNS 공유 등)

서비스품질

컨텐츠 컨텐츠의 정확성, 적합성, 지속적 갱신 정도

시각적 디자인 컨텐츠의 시각적 구성, 컨텐츠의 가시성

관리 부가 서비스, A/S의 정도

신뢰도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고객 충성도 고객 충성도 서비스 재사용 의도, 서비스 추천 의도



134 음상원․임호순․한영미

About the Authors 

음 상 원 (green941021@korea.ac.kr)

숭실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
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생산 및 
운영관리, IT서비스 운영관리, 응용 최적화 등이다.

임 호 순 (hrhim@korea.ac.kr)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오퍼레이션스관리, 서비스운영관
리 등을 강의하고 있다.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저널의 시니어 에디터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서비타이제이션, 선제적서비스등이다.

한 영 미 (djqwnd@korea.ac.kr)

숙명여자대학교에서 IT융합비즈니스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고려
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Servitization,
선제적서비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