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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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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 및 가치지각의 
영향과 더불어 가치지각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
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을 연구문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들로 사용한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
회품질의 변수들 중 상품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치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달품질
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품질은 
직접효과만 있고,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품질은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들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가치지각(β=.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상품품질(β=.419), 
사회품질(β=.251), 환경품질(β=.079), 전달품질(β=.0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이용자들의 참여지속
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 시 가치지각, 상품품질, 사회품질, 환경품질, 전달품
질 등의 변수들을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들 변수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주민자치센터, 공공서비스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

** 주저자

** 교신저자



2���｢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제1호

Ⅰ. 서 론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행정체계상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관한 적극적인 도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2007년 시･구의 행정을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민원행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육, 복지 및 주민편익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 공공

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확대 전개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김영수, 

2016).1)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주민참여에 따

른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포괄적인 주민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홍윤숙･전진숙, 2014: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그 역할이 형식적이고 기능

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등 상당부분 서류상의 제도로 남아있다는 지적(박세정, 2008)과 더불

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주민의 참여활동에 있어서도 그 동안 가시적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등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서재호, 2013). 이에 지역주민의 자치수준을 향상

시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의식의 전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주민에 대

한 참여지속의사와 그 영향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서비스품질관리의 마케팅 성과와 관련

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부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

비스품질관리의 성과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문적･실천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 것이므로, 주민

자치센터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공공서비스품질의 제 요인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김미숙, 2009). 

또한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치지각에 

대한 분석이 주민자치센터에의 참여지속의사를 높이는 요인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즉 능

동적 소비주체로서 만족의 극대화가 목표인 주민의 행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연승호･엄서호, 2004).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품질에 대한 가치지각은 이용자가 서비스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

가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가치지각은 공

공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 간의 매개변수로서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Zeithaml, 

1988). 

본 연구에서는 기존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을 대

1)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2,818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자

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주민편익의 시설과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 등 총 40,297개 프로그램

이 실시되고 있다(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2016.8.1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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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 요인의 영향과 더불어 가치지각의 매개변수

로서의 효과 분석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참여지속의사에 

직･간접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에 미친다면 “이들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

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을 연구문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이용자들의 참여

지속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 시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변수들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

1. 이론적 배경

1) 공공서비스품질

일반적으로 ‘품질’은 객관적 품질과 주관적인 품질로 구분(Garvin, 1983)되며, 객관적 품

질은 제공받는 서비스의 객관적 특징을 표현하는 기계적 품질인 반면에 주관적 품질은 서비

스를 제공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인지 및 판단을 반영하는 인적 품질(humanistic quality)로

서 지각품질(perceived quality)을 의미한다. 이에 Grö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을 이용자

의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한 서비스의 비교와 평가의 결과라 하였으며, 이는 고객의 주관적

인 인지와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와 관련된 태도 변수로 정의되고 있다(Oliver, 1981; Parasuraman, 1985; 라준영･
이승규, 2008).

라준영･이승규(2008)는 Parasuraman et al.(1985)이 개발한 대표적인 서비스품질 모형인 

SERVQUAL의 5가지 품질 차원을 주로 과정품질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품질’(Public Service Quality)에 관한 논의도 SERVQUAL을 공공부문에 직접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고객접점이 민원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과정품질 차원을 주로 다루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Grönroos(1984)는 서비스품질의 차원을 기능적 품질과 기술적 품질의 차원으로 

양분하여,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 대해 고객이 지각한 품질로 과정품질을 

의미하나,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지각한 품질을 의미하는 결과품질이

라고 하면서, 경험적 결과품질 차원의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재필･이시경(2009: 23-24)은 공공서비스품질을 직원품질, 물리적 품질, 결과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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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독립적 차원들로 구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 상에 개입하는 공무원, 하드

웨어적 요소, 그리고 업무처리결과의 중요성 등을 각각 반영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청림･이유재(2012)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품질을 Brandy & Cronin(2001)의 관점에 공

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품질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서비스품질 모형을 상품품질, 전

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로 구성하였다. 이종헌(2015)은 공공서비스품질을 이유재･라선

아･이청림(2005)의 공공서비스품질 요인 모형의 개발 및 적용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을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공서비스품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

의가 일치하기 보다는 다양한 견해와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공통

된 의미로서 공공서비스품질을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으로 구성된 복

합적인 의미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상품품질

상품품질(Product Quality)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로부터 얻는 것의 품질 즉, ‘무엇’(what)

에 해당하는 품질로 Grönroos(1984)는 기술적 품질이라고 하였고 또한 결과품질이라고도 

한다(이유재･라선아, 2011: 95-101). Lehtinen & Lehtinen(1991)은 결과품질에 해당하는 상

품품질을 서비스 제공과정의 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개념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상품품질의 구성요소로서 이유재･라선아(2006: 110)는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품질을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자체의 품질로 서비스품질 자체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전달품질

전달품질(Delivery Quality)은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개념으

로 이용자들이 서비스 상품을 얻는 전달과정의 품질 즉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품질이라

고 정의되며, 기능적 품질 또는 과정품질이라고도 한다(Grönroos, 1984; 이유재･라선아, 

2011). 권영훈(2008)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았는지의 요소로서의 과정품질에 

해당하는 전달품질에 인적 측면과 설비측면을 함께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유재･라선아

(2006: 110)도 전달품질의 구성요소로 인적 전달요소와 비인적인 시스템적 전달요소가 포함

된다고 하며, 지원성, 공감성, 대응성 등 3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달품질

을 서비스전달과정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로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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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품질

환경품질(Environment Quality)은 주로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품질로 시설의 외양과 편리

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Dabholkar et al., 1996)으로, 이용자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Wakefield, Blodgett, & Sloan, 1996). 환경품질에 해당하는 물리적 환경

을 Bitner(1992)는 자연적･사회적 환경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며, 기

관이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인위적인 환경, 즉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이재필･이시경(2011b)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요소로 쾌적성, 편리성, 접근성을 들고 있

고, 이와 유사하게 이유재･라선아, 2006: 112)도 환경품질의 구성요소로 쾌적성, 편리성, 심

미성 등 3요소를 들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품질을 인공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시설 및 환경에 관한 품질로 정의하였다.

(4) 사회품질

사회품질(Social Quality)은 공공서비스의 공적측면에 관련된 품질로 사회적 이미지와 사

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또한 이용자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다. Brandy & Cronin(2001), 이유재･라선아(2006: 112), 김종국(2010) 등은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품질모형 및 SSI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품질 관련 요소로 공익성, 안전

성, 청렴성들을 들고 있다. 이상 본 연구에서 사회품질은 공공서비스의 공적측면에 관련된 

품질로 사회적 이미지와 책임에 관련된 품질로 정의하였다.

2) 가치지각

가치는 서비스품질 그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지각하는 서

비스품질과 가격이 서비스품질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행동의 이론에서 출발

하였으며, 가치지각(Value Perception)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결정을 선택할 

때 쓰이는 소비심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로 개발되어 왔다(Mätymäia & Salob, 2015). 

Dodds et al.(1991)은 마케팅거래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서비스의 품질과 지각한 희생이 전

체 서비스품질의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lton & Drew(1991)는 소비자가 평

가한 서비스품질의 편익과 가격 간의 상쇄효과가 서비스품질의 가치와 관련되고, 지각된 서

비스품질의 가치는 서비스품질 자체보다도 소비자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의 평가에 대해 

더 포괄적인 측정개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연승호･엄서호, 2004).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품질에 대한 가치지각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 이를 얻기 위해 지불한 희생의 상대적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겠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에 의해 체험되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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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자의 혜택을 공공서비스 이용 이후 지각되는 인적･물적 서비스차원의 성과요소들

로 구성하고, 이용자의 희생을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화폐적 가격과 시간적･물리

적 노력, 위험 등의 지각과 같은 비화폐적 가격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비

교해 봄으로써 이용자의 공공서비스품질의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연승호･엄서호, 

2004).

가치지각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Vargio & Lusch, 2008; 

Mathwick et al. 2001; Sweeney & Soutar, 2001)). Sweeney & Soutar(2001)는 가치지각을 감

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의 가격가치, 기능적 가치의 성과가치 등 4요인으로 구

분하고 있다.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느낌이나 감정적 상태로부터의 

유용성을 의미하고, 사회적 가치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사회적 안정을 지각하거나 사회적 자

아개념이 강화되는 유용성을 의미한다. 기능적 가치의 가격가치는 지불한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가격과 관련된 유용성을, 기능적 가치의 성과가치는 제품의 기대된 성과와 지각된 품

질로 부터의 유용성을 각각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수(2008)는 이들 요인들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치지각을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의 3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3) 참여지속의사

참여지속의사(Participation Continuity Intention)는 이용자만족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후 고객만족도에 따라 영향을 받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의미

하며, 이용자만족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개념이다(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많은 연구에서 재이용의사나 추천권유 등을 측정변수로 활용(Bolton & Drew, 1991)

하고 있는 바, 이들 변수들은 참여를 지속하고자 하는 재방문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방

문의도는 이용자가 과거에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동일한 제품

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자를 재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용자가 특정 기관과의 관계를 미래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권기준･한용희, 2013; 박영진･양재영, 2016). 

박양숙 외(2015)는 지속적 참여는 지속성 이론과 관련이 있고, 지속성 이론은 인간행동을 

지속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Vrooom(1964)이 제시한 기대이론을 토대로 하여 설

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기대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때 참여에 대한 지속의사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계속 참여하게 하려면 조직이 기대에 상응

하는 보상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이와 더불어 이에 대

한 소비자의 가치지각으로 인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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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는 것이다. 

2. 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가설설정

1) 공공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의 관계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 관련 선행연구들은 호텔, 항공, 관광, 체육 

및 일부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

부문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상

대적으로 희귀한 실정이다. 먼저 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김용수(2012), 석강훈(2004), 라준영･이승규(2008), 이광용･박성진･신태용(2015)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들 연구의 해당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용수(2012)는 골프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의 계속적 이용, 긍정적 구전, 타인추천 등 참

여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운영자의 측면에서 다양하

고 전문화된 고객을 위한 시설 및 접근성과 인적 서비스요인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석강훈(2004)은 공공체육공원의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들의 재방문 의사 등 참여지속의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공체육 관리자들의 서비스품질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라준영･이승규(2008)의 연구도 공공서비스의 세부차원 품질들이 고객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의 

요인들이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공서비스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상품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전달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환경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사회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치지각과 참여지속의사의 관계

가치지각과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임남균(2011), 염두승(2012), 이우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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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2015), 이원주･전애은(2016), 김건휘･하헌수(2016), 박영진･양재영(2016)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들 연구의 해당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임남균(2011)은 시립수영장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가치지각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구매행동, 구전의도, 지역애착도 등 참여지속의사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염두승(2012)은 스크린골프 마니아들의 지각된 가치가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원주･전애은(2016)은 항공사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및 참여지속의사인 재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제

시하였다.

이우식･박이경(2015)은 지역특산물의 메뉴품질에 대한 고객의 가치지각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김건휘･하헌수(2016)는 브런치 카페 고객의 가치지각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금전적･비금전적인 가치지각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박영진･양재영(2016)의 연구에서도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각된 가

치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가치지각이 

참여지속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가치지각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공공서비스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의 관계

서비스품질의 지각된 가치는 이용자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가 이용자의 참여지

속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매개변수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Zeithaml, 1988; Bolton & Drew, 1991).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성수･정철호(2012), 양

길승(2014), 이광용･박성진･신태용(2015), 이경하･강병서･송상호(2011)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분야의 해당 변수들 간에 있어서 매개관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김성수･정철호(2012)는 의료기관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는 고객만족이나 재방문의도 등 참여지속의사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양길승(2014)은 농촌관광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분석에서, 농촌의 서비스품질이 가치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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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지각도 참여지속의사인 관광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쳐 매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광용･박성진･신태용(2015)은 공공체육센터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고객만족도 역시 참여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지각된 가치인 고객만

족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이경하･강병서･송상호(2011)의 연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지된 성과가 크

면 클수록 만족이 증가하고, 만족이 증가하면 재구매 및 타인에 대한 추천 등 참여지속의사

를 나타내는 행동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명춘옥･최민섭(2013), 윤성환(2015), 이우식･박이경(2015), 김건휘･하헌수

(2016), 박영진･양재영(2016)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 간의 인과

관계에 있어서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가치지각은 공공서비

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정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공공서비스품질은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3-1> 상품품질은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전달품질은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환경품질은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사회품질은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인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이 

주민의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공공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

의사 간에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대하여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들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가치지각을 매개변수로 설

정하여, 이들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독립

변수들이 매개변인 가치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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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형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을 설정하였다. 즉 경로모형은 인과적 폐쇄성(causal closure)을 지니고 있고, 단일 방

향의 비대칭적인 인과관계(recursive causality)를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로모형 내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선형(linear)이고,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가 없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공공서비스품질 

공공서비스품질은 복합적인 의미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

해서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의 차원별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상품

품질의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Grönroos(1984), Lehtinen & Lehtinen(1991), 이유재･라선

아(2006 & 2011) 등이 제시한 편익성, 전문성, 혁신성 등의 요소들을 근간으로 사용한 문항

들을 토대로 하여, ① 서비스품질의 내용과 혜택, ② 비용의 적절성, ③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혁신, ④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반영, ⑤ 업무처리의 전문성, ⑥ 업무숙지 및 정

확도 등 총 6개의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전달품질의 변수에 대해서는 이유재･라선아(2006), 권영훈(2008), 이유재･라선아(2011) 

등이 제시한 지원성, 공감성, 대응성의 요소들을 토대로 한 측정 문항들을 활용하여, ① 민

원처리의 신속성, ② 서비스 관련 정보취득의 용이성, ③ 지속적인 정보제공, ④ 고객에 대

한 친절성, ⑤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 ⑥ 직원들의 자발적 도움 등 6개 문항을 재구성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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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품질의 변수는 Bitner(1992), Dabholkar et al.(1996), Wakefield, Blodgett, & Sloan(1996), 

이유재･라선아(2006), 이재필･이시경(2011b) 등이 제시한 쾌적성, 편리성, 접근성, 심미성 등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① 적절한 환기, ② 적절한 온도유지, ③ 내부시설의 청결성, ④ 알기 쉬운 

안내판 설치, ⑤ 편리한 내부구조와 동선, ⑥ 부대시설의 편의성 등의 6개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사회품질의 변수에 관해서는 이유재･라선아(2006), 김종국(2010) 등이 구성･제시한 공익

성, 안전성, 청렴성 등의 요소들을 토대로 한 측정문항들을 활용하여, ① 업무처리의 투명

성, ② 업무처리의 도덕성, ③ 모든 이용자의 공정한 대우, ④ 업무처리 관련 규정의 준수, ⑤ 

지역발전의 기여, ⑥ 개인정보의 보안관리 등 6개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코자하였다.

2) 가치지각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weeney & Soutar(2001), 김남

수(2008), 이종헌(201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 토대로, ① 이용의 즐거움과 기쁨, ② 

편안함, ③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호감, ④ 요금에 상응하는 혜택, ⑤ 우수한 서비스 제공, ⑥ 

공공서비스의 기능 충족, ⑦ 타인들과 교류할 기회 제공, ⑧ 사회성 향상에의 도움, 그리고 

⑨ 다른 회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 형성 정도 등 9개 문항을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참여지속의사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Bolton & Drew(1991), Zeithaml. 

Berry & Parasuraman(1996) 등의 연구에서 활용한 ① 계속적으로 참여할 의사, ② 비용이 

인상되어도 이용할 의사, ③ 친구들에게 이용 권유, ④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 ⑤ 낯

선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의사 등 5개 문항들을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에 대한 

측정문항 수 및 출처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공공서비스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 등 각 변수의 설문문항들은 Likert의 5

점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아니다①∼매우 그렇다⑤로 구성한 총화평정법을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주당이용횟수, 이용기간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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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문항 및 출처

구분 변수 측정문항 출처

공공
서비스품질

상품품질 6
Grönroos(1984), Lehtinen & Lehtinen(1991),

이유재･라선아(2006), 이유재･라선아(2011)

전달품질 6 이유재･라선아(2006 & 2011), 권영훈(2008)

환경품질 6
Bitner(1992), Dabholkar et al(1996), 
Wakefield, Blodgett, & Sloan(1996), 

이유재･라선아(2006), 이재필･이시경(2011b)

사회품질 6 김종국(2010), 이유재･라선아(2006)

가치지각 가치지각 9
Sweeney & Soutar(2001), 김남수(2008), 

이종헌(2015)

참여지속의사 참여지속의사 5
Bolton & Drew(1991), 

Zeithaml. Berry & Parasuraman(1996)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6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주당이용횟수,

이용기간

계 44

3.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서비스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없는 번1동을 제외한 12개동 주민자치센터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아

동, 인수동)를 대상으로 모집단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하

여 비확률 표집방법의 하나인 임의표집방법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참여의 동

의를 얻은 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배포된 10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부를 제

외하고 총 96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다중회

귀검증방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치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의 여부

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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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공공서비스품질 

본 연구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ɑ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의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의 하나인 베리맥스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의 요인적재치 값은 0.60이상을 기준으로 하

였으며(Hair, Anderson, Tatham and Biack, 1998), Cronbach`s α 값은 일반적으로 0.6이상

이면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Hair et al., 1998).

<표 2> 공공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 분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Cronbach`s α

공공
서비스품질

상품품질

상품품질1 .815

3.876 .889

상품품질2 .784

상품품질3 .787

상품품질4 .847

상품품질5 .807

상품품질6 .781

전달품질

전달품질1 .812

4.206 .914

전달품질2 .844

전달품질3 .832

전달품질4 .854

전달품질5 .849

전달품질6 .832

환경품질

환경품질1 .813

4.005 .900

환경품질2 .816

환경품질3 .822

환경품질4 .830

환경품질5 .804

환경품질6 .817

사회품질

사회품질1 .846

4.362 .924

사회품질2 .878

사회품질3 .846

사회품질4 .887

사회품질5 .836

사회품질6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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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공공서비스품질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의 

측정문항들이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 값도 0.784부터 0.887

사이로 모두 0.7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신뢰도검증 결과에서도 

Cronbach`s ɑ값이 상품품질 0.889, 전달품질 0.914, 환경품질 0.900, 사회품질 0.924로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 가치지각과 참여지속의사 

<표 3>의 매개변수인 가치지각과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치지각의 측정문항들이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 값이 0.806부터 0.861까지 모두 0.8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에서도 Cronbach`s ɑ값도 0.901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지속의사의 측정문항들도 단일차원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문항들의 요인적

재치 값이 0.696부터 0.923까지 약 0.7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ɑ값 역시 0.891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

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보

된 것으로 간주된다. 

<표 3> 가치지각과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치 아이겐값 Cronbach`s α

가치지각

가치지각1 .814

6.106 0.901

가치지각2 .861
가치지각3 .832
가치지각4 .827
가치지각5 .813
가치지각6 .817
가치지각7 .820
가치지각8 .823
가치지각9 .806

참여지속의사

참여지속의사1 .782

3.575 0.891
참여지속의사2 .696
참여지속의사3 .923
참여지속의사4 .915
참여지속의사5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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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응답자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863명(89.3%), 남성

이 103명(10.7%)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의 이용도가 훨씬 많은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이 712명(7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가 195명(20.2%), 30대가 54명(5.6%), 30대 미만이 6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 

분포는 고졸이 467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295명(30.5%), 중졸이 138명

(14.3%), 대학원 이상이 36명(3.7%), 초졸 이하가 31명(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강북

구 거주기간별 분포로는 15년 이상이 464명(4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5∼10년 미만이 222명(23.0%), 10∼15년 미만이 141명(14.6%), 1∼5년 미만이 112명

(11.6%), 1년 미만이 28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주당 이용횟수

별 분포는 5회 이상이 256명(26.5%), 3회 249명(25.7%), 2회 247명(25.5%), 4회 130명

(13.4%), 1회 이하 85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기

간은 4년 이상이 348명(36.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년 미만 170명

(17.6%), 2∼3년 미만 166명(17.2%), 1∼2년 미만 146명(15.1%), 3∼4년 미만 137명(17.2%)으

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 864 89.3

연령

30대 미만 6 .6

남 103 10.7 30대 54 5.6

학력수준

초졸 이하 31 3.2 40대 195 20.2

50대 이상 712 73.6
중졸 138 14.3

거주기간

1년 미만 28 2.9

고졸 467 48.3 1-5년 미만 112 11.6

5-10년 미만 222 23.0
대졸 295 30.5

10-15년 미만 141 14.6
대학원 이상 36 3.7 15년 이상 464 48.0

주당
이용횟수

1회 이하 85 8.8

이용기간

1년 미만 170 17.6

2회 247 25.5 1-2년 미만 146 15.1

3회 249 25.7 2-3년 미만 166 17.2

4회 130 13.4 3-4년 미만 137 14.2

5회 이상 256 26.5 4년 이상 348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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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별 평균값 및 표준편차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5>

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인 상품품질의 평균값은 

3.668(표준편차: 0.661), 전달품질 3.490(표준편차: 0.681), 환경품질 3.358(표준편차: 0.709), 

사회품질 3.556(표준편차: 0.634)로 각각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의 평균값은 

3.7424(표준편차: 0.632)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의 평균값은 3.881(표준편

차: 0.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값의 순위는 참여지속의사, 가치지각, 상품품

질, 사회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의 순이었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측정

척도가 5점 척도인 점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참여지속의사, 가치지각, 상

품품질, 사회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등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이 ‘보통’ 점수인 3점보다도 

높은 수준의 응답을 각각 보이고 있다. 

다음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 등 변수들 간 상

관관계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01에서 모두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품질의 경우에 전달품질과는 0.731, 환경품질과는 

0.611, 사회품질과는 0.697로 정(+)의 상관관계를 각각 나타냈고, 가치기각과는 0.693, 참여

지속의사와는 0.625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달품질의 경우 환경품질과는 

0.697, 사회품질과는 0.745로 정(+)의 상관관계를 각각 나타냈고, 가치기각과는 0.644, 참여

지속의사와는 0.531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환경품질의 경우에 

사회품질과는 0.735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기각과는 0.550, 참여

지속의사와는 0.418로 정(+)의 상관관계를 각각 나타냈다. 사회품질의 경우에도 역시 가치

기각과는 0.712, 참여지속의사와는 0.578로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가치기각의 경우에는 참여지속의사와의 상관계수가 0.757로 가장 큰 정(+)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모형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보면,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가치지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8 이하로,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수치임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2) 

2) 다중공선성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

로 제시(배병렬, 2002; 신황용･이희선, 2012)되는 바,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사회품질

과 전달품질 간 r=0.745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중공성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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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변수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

사회
품질

가치
지각

참여
지속의사

상품품질 3.668 0.661 1

전달품질 3.490 0.681 0.731** 1

환경품질 3.358 0.709 0.611** 0.697** 1

사회품질 3.556 0.634 0.697** 0.745** 0.735** 1

가치지각 3.742 0.632 0.693** 0.644** 0.550** 0.712** 1

참여
지속의사

3.881 0.645 0.625** 0.531** 0.418** 0.578** 0.757** 1

주) **p<.01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공공서비스품질과 참여지속의사 

간의 인과관계에서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다중회귀검증법을 실시하였다. 1단계(모형1)에서는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에 대해 독립변수

인 공공서비스품질의 영향을 분석하고, 2단계(모형2)에서는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대

해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공공서비스품질의 영향을 분석하며, 3단계(모

형3)에서는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3) 마지막으로 가치지각의 매개효과

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1) 가치지각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1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은 가치지각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1단계 검증을 위한 모형1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치지각에 대한 공공

서비스품질의 회귀분석의 결과, 회귀방정식 모형 전체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F값=171.734, p<.001). 그런데 가치지각에 대하여 공공서비스품질의 개별 

독립변수로 투입된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변수들 중 상품품질

(t=10.549, p=.000), 전달품질(t=3.080, p=.002), 사회품질(t=11.422, p=.000)의 변수들은 모두 

3) 이때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매개변

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

타내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할 때, 3단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2단계 회귀방정식의 회귀계수 값보

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3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완

전매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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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 변수들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환경품질변수(t=1.191, p=.23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상품품질(β=.342), 전달품질(β=.111), 사회품질(β

=.415)이 각각 가치지각을 통해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3-1>, <가설3-2>, <가설3-4>이 채택된 반면, 환경품질(β=.039)이 가치지각을 매개로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3>은 기각되었다. 그리

고 모형1의 가치지각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은 전체변량의 약 59.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R²=.590). 

<표 6> 가치지각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1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치지각

β t 유의확률

공공
서비스품질

상품품질 .342 10.549 .000***

전달품질 .111 3.080 .002**

환경품질 .039 1.191 .234

사회품질 .415 11.422 .000***

F 171.734***

R² 0.590

수정된 R² 0.586

주) **p <.01, ***p<.001.

2)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2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2단계의 검증을 위한 모형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분석결과, 예측방정식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F값=100.023, p<.001)되었고, 또한 참여지속의사에 대하여 개별 독립변수로 투

입된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들인 상품품질(t=11.216, p=.000), 전달품질(t=1.749, 

p=.081), 환경품질(t=-2.723, p=.007), 사회품질(t=7.133, p=.000)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2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은 

전체 변량의 약 45.1%를 설명(R²=.45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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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2

종속변수
독립변수

참여지속의사

β t 유의확률

공공
서비스품질

상품품질 .419 11.216 .000***

전달품질 .073 1.749 .081*

환경품질 .103 2.723 .007**

사회품질 .299 7.133 .000***

F 100.023***

R² 0.456

수정된 R² 0.451

주) *p<.0.1, **p<.01, ***p<.001.

3)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3

3단계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을 함께 검증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3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참여지속의사에 대

한 공공서비스품질의 변수들과 더불어 가치지각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전체의 예측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값=162.8533, p<.001). 그런

데 참여지속의사에 대해 공공서비스품질의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상품품질

(t=6.313, p=.000), 환경품질(t=-2.462, p=.014)의 변수들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달품질(t=0.156, p=.876)과 사회품질(t=1,256, p=.210)

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 결과 상품품질(β=.212)과 환경품질(β=.)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 <가설1-3>이 각각 채택된 반면, 전달품질(β=.006)과 사

회품질(β=.048)이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 

<가설1-4>는 기각된 셈이다. 다른 한편 가치지각의 변수(β=.604)는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

으로 유의미(t=19.045, p=.000)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이 채택되

었다. 끝으로 모형3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의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약 60.2%를 설명(R²=.602)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 변수의 설명력 45.1%(R²=.451)에 가치지각에 의하여 약 15.1%(R²=.151)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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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3

종속변수
독립변수

참여지속의사

β t 유의확률

공공
서비스품질

상품품질 .212 6.313 .000***

전달품질 .006 0.156 .876

환경품질 .079 2.462 .014*

사회품질 .048 1.256 .210

가치지각 .604 19.045 .000***

F 162.853***

R² 0.605

수정된 R² 0.602

주) *p<.05, **p<.01, ***p<.001.

4) 가치지각의 매개효과 분석

먼저 모형3과 모형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크기 즉,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인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등의 영향력의 변화정도를 

비교해 보면, 상품품질은 모형2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이 0.419이었으나 모형3에서는 

0.212로 감소하였고, 전달품질도 모형2에서 β=0.073이 모형3에서는 0.006으로, 환경품질 

또한 모형2에서의 β=0.103이 모형3에서 0.079로, 사회품질도 모형1에서 β=.299이 모형3에

서 0.048로 각각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의 변수들이 가치지각을 통해 간접적으

로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환경품질은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품품질, 전달품질, 사회품질의 변수들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품품질은 참여지속의사에 대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전달품질과 사회품질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다 구체

적으로 상품품질의 독립변수는 참여지속의사의 종속변수에 대해 가치지각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매개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이고, 전달품질과 사회품질의 변수는 참여

지속의사의 변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가치지각의 매개변수를 통하

여 간접적으로만 참여지속의사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매개변수인 가치지각이 없다면 독립변수인 전달품질이나 사회품질이 단독

으로는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달품질이

나 사회품질 변수는 참여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지각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해석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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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인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

서비스품질 및 가치지각의 각 변수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표 10>과 같이 제시되며, 경로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공공서비스품질

의 하위변수인 상품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직접효과가 β=.212, 

가치지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β=.207(.342×.604)로, 총 효과는 β=.419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전달품질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간접효과 β

=.067(.111×.604)만 있는 관계로 총 효과가 β=.067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환경품질

은 직접효과 β=.079만 있고 가치지각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로 총 효과를 β=.079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사회품질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 β=.251(.415×.604)만 있는 관계로 총 효과가 β=0.251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가치지각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만 있음으로 

총 효과는 β=.60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총 효과는 가치지각이 β=.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 상품품질이 β=.419, 사회품질이 β=.251, 환경품질이 β=.079, 전달품질이 β

=.067의 순으로 영향력 크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참여지

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가치지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상품품질과 

사회품질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환경품질 및 전달품질의 변수들은 상품품질과 사회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지만, 이들 변수들도 참여지속의사에 의미 있는 결정요인들인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4) 또한 공공서비스품질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상품품질, 전달품질, 사회품질에 대한 

가치지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

미성을 확인하였으며, Z값은 <표 9>과 같다. 상품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의 Z값은 9.2506(p<.001)

으로 상품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상품품질은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지각은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검증되었다. 또한 사회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의 Z값

은 9.8725(p<.001)로 사회품질, 가치지각, 참여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사회품질은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

고, 가치지각은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주민자치센

터의 참여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품질과 사회품질과 관련하여 가치지각을 높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9>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지각의 매개효과: Sobel test 검증

매개경로효과 Z

상품품질 ⇒ 가치지각 ⇒ 참여지속의사 9.2506***

사회품질 ⇒ 가치지각 ⇒ 참여지속의사 9.8725***

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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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설검증의 분석결과

구분 가설

효과

가설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가설1

1-1 상품품질→참여지속의사 .212*** - - 채택

1-2 전달품질→참여지속의사 .006 - - 기각

1-3 환경품질→참여지속의사 .079* - - 채택

1-4 사회품질→참여지속의사 .048 - - 기각

가설2 - 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604*** - - 채택

가설3

3-1 상품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207*** - 채택

3-2 전달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067* - 채택

3-3 환경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079 - 기각

4-4 사회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251*** - 채택

종합

(상품품질→참여지속의사)+
(상품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 .419

(전달품질→참여지속의사)+
(전달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 .067

 (환경품질→참여지속의사)+
 (환경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 .079

 (사회품질→참여지속의사)+
 (사회품질→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 .251

가치지각→참여지속의사 - - .604

주) *p<.05, **p<.01, ***p<.001

<그림 2>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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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들과 

가치지각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가치지각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참

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상대적인 기여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

를 요약 및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공서비스품질의 하위변수로 사용한 상품품질과 환경

품질의 변수가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

용수(2012), 석강훈(2004), 라준영･이승규(2008), 이광용･박성진･신태용(2015) 등의 선행연

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가치지각이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

증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의 가치지각이 참여지속의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시립수영장 이용자를 대상

으로 한 임남균(2011), 스크린골프 마니아를 대상으로 한 염두승(2012), 지역특산물의 고객

을 대상으로 한 이우식･박이경(2015), 항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원주･전애은(2016), 브

런치 카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김건휘･하헌수(2016),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 박영진･양재영(2016) 등 대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은 가치지각을 통해 참여지속의사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상품품질, 전달품질, 사회품질의 변수

들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김성수･정철호(2012),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양길승(2014), 공공체육센터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광용･박성진･신태용(2015),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경하･강

병서･송상호(2011)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그 외에 명춘옥･최민섭(2013), 윤성환(2015), 이우

식･박이경(2015), 김건휘･하헌수(2016), 박영진･양재영(2016) 등의 연구결과를 대부분 지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참여지속의사에 대한 직･간접적

인 상대적 기여도는 가치지각(β=.604), 상품품질(β=.419), 사회품질(β=.251), 환경품질(β

=.079), 전달품질(β=.067)의 순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

석결과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정책수립 시에 주민의 참여지속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해, 가치지각, 상품품질, 사회품질, 환경품질, 전달품질 등의 변수들을 효과적

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들 변수들 간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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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책적인 함의로서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그 동안 부진했던 공공조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

의 참여지속의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가치지각

과 더불어 상품품질, 사회품질, 환경품질, 전달품질 등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상의 순서대로 이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정책적인 함의를 두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먼저 표집대상의 대표

성에 관한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물리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강북구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려

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참여지속의사의 변수에 대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별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참여

지속의사의 변수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성별 차이 검증을 통해 보다 유용한 정

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에의 참여지속의사는 본 연구에서 다룬 상품품질, 사회품질, 환경품

질, 전달품질 등의 공공서비스품질과 가치지각 등의 변수들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참여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개연성이 있는 변수들을 폭넓게 

탐색 및 포함시켜서, 인과론적으로 타당성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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