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4 -

리츠 자산 리회사(REITs AMC)의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 계마 을 심으로 -

A Study on Customer Loyalty and Sales Performance 

 in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sset Management Company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Marketing -

1)김 재 희**․권 호 근***

Kim, Jae Hee․Kwon, Ho Geun 

目 次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2. 연구의 범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설계

1. 연구모형  가설

2. 변수의 정의  측정

Ⅳ. 실증분석

1. 자료 수집  분석 방법

2. 표본의 기본 특성 분석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

4. 연구 모형  가설의 검증

Ⅴ. 결 론

<abstract>

<참고문헌>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devoted to prac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marketing of REITs 

AMC, and tried to find out suggestions for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As the number of REITs AMC increases in recent years, the market is 

more competitive than before. This made a maintenance of the on going customer 

relationship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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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METHOD

By researching the main relators of s, for example construction companies, banks, 

lending institutions, and customers, this study derive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marketing in REITs industry and REITs product. 

(3) RESEARCH FINDINGS

And then identified what factors are important in the relationship marketing of 

REITs AMC. Selected factors were marketing expertise, reputation, price factors, the 

physical environment, communications. All factors except physical environment have 

significant influences to industry. 

2.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Firstly, the customers of REITs AMC are more sensitive to keep friendly relations 

through mutual familiarity rather than direct attributes, such as price or the physical 

environment. Therefore, the companies must do their best in the marketing activities 

so as to maintain ongoing good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Secondly, the expertise 

of employees are important in keeping the trust and satisfaction of customers. So the 

companies must make great effort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staffs; a highly 

diversified expertise and in-depth knowledge. Thirdly, the customers of REITs AMC 

are focusing on the reputation(prestige) of a company, and deals it equally with 

relationships and expertise. The reputation of an institution does arise in a day, and 

it also can crumble in a day. Keep this in mind, the industry must invest more in 

improving and maintaining more enhanced image.

3. KEY WORDS 

∙REITs AMC, relationship marketing, expertise of employees, reputation of an 

institution  

국문 록

본 연구는 계마 에 한 이론을 토 로 리츠자산 리회사(이하 ‘리츠AMC’라 한다.)1)의 고객충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업 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리츠AMC’에 하여 계마 의 일반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특성을 도출  분석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이를 해, ‘리츠AMC’의 주요 고객 는 계사인 시행(건축주) 

 시공회사 그리고 은행 등 융·투자기 을 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계마  요인이 무엇이며, 이 요인들이 

 1) ‘리츠AMC’ 즉, 자산 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한 리츠를 실질 으로 투자  운용( 리)하는 회사를 말한다.[권호근 외,  

부동산 융론, 형설출 사, 2016,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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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뢰에 어떤 유의한 향을 미치고,  지각된 신뢰의 결과인 계의 질이 계성과인 고객충성도를 어떻게 제고시

키는지를 분석하 다. ‘리츠AMC’ 계마 의 실행에 필요한 요인은 문성, 평 (명성), 가격요인, 커뮤니 이션, 

유 계의 6가지로 선정하 다. 이들 요인이 ‘ 계의 질’  ‘ 계성과(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결과 물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요인( 문성, 커뮤니 이션, 평 , 가격요인, 유 계)은 신뢰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신뢰에서는 물리 시설 외에 가격요인과 커뮤니 이션 변수가 향이 크지 않는 반면, 유 계, 

문성과 평 (명성)은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리츠자산 리회사, 계마 , 유 계, 문성, 평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계마 은 ‘고객과의 계 형성  유지·

강화하는 마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

의 근본 인 변화 는 마  체를 보는 

의 변환이라는 말로 그 개념의 요성이 인

정되고 있다2). 즉, 통 인 마 은 신규 고객 

확보를 시하 으나 계마 은 기존 고객과

의 계 형성을 강조하고, 고객 유지에 많은 시간

과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 변화

한 것이다.3)

부분의 업종은 상품 수명주기가 성숙기에 

진입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랜드 충성도는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고객 창출보

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 리에 더 많은 심과 

비용을 투자하는 등 기존 고객과의 계를 장기

으로 유지· 개선하는 계  을 요하게 

여긴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리츠 제도가 2001년도에 국내 부동산시장

에 처음 도입될 당시 ‘리츠AMC’는 CR리츠를 

심으로 독과  지 를 렸다. 하지만 최근 리

츠 제도가 개선되고, 뉴스테이(기업형 임 주

택) 등 국책사업 지원이 확 되면서 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도 앞다퉈 ‘리츠AMC’를 설립하

고 있는 등 리츠 자산 리 시장은 극심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4) 

한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증 와  

부동산 PF 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투자 참여자 들은 기존 PF( 로젝트 이낸싱) 

등 ‘ 출(Loan)’ 심의 자 조달 방식에서 부

동산 개발  투자 리스크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리츠 방식으로 방향을 환해 가는 트 드

를 고려할 때 ‘리츠AMC’ 추가 설립의 여지는 충

분하다 하겠다.

이러한 리츠시장의 내·외  환경과 부동

산 시장의 불확실성  경기 침체의 상황 속에서 

‘리츠AMC’는 고객  수익창출에 한 근본 인 

경  략의 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리츠

시장의 핵심 고객  계자가 다른 융 상품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문화

되고 특화된 그룹5)으로 업 략에서도 계 

형성과 유지가 무엇보다 요하다.

 2) Gummesson，E., “Relationship marketing as paradigm shift：some conclusions from the 30R approach”，Management 

Decision，1997, Vol.35, No.4, pp.267-272.

 3) Grönroos，C., “Relationship Marketing: The Strategy Continuum”, Jourmal of the Accdemy Marketing Science，1995, 

Vol.23, No.4. pp.252-254.

 4) 국내 업 인 ‘리츠AMC’ 는 총 22개사이며, 공기업 2개사, 기업군 2개사, 부동산신탁 겸  9개사, 기타 9개사이다.[한국리츠 회,  

2017.6.30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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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 환경 하에서 ‘리츠AMC’가 경

쟁 우 를 확보하고 계속 인 성장을 이루기 

해서는 고객과의 계를 지속 으로 발 시킬 

필요가 있다. ‘리츠AMC’는 이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반복 구매(이용)를 이끌어 내

는 극 인 계마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장과 치열한 경쟁 하에 놓이

게 된 ‘리츠AMC’가 계마 을 통해 지속 인 

고객과의 계 유지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가

에 한 실증 분석이다. 이를 해 먼  ‘리츠

AMC’가 계마  활동을 개하는데 필요한 

제 조건을 제시하고, 장기 으로 업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마  요인들을 도출한

다. 계마  요인들은 계의 질(고객신뢰)

에 향을 주고, 이는 ‘리츠AMC’의 업성과에 

직결되는 고객충성도(재이용  추천)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들 간 상 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는 문성，평 (명성)，가격요인, 

물리 시설, 커뮤니 이션, 유 계 등을 포함

하는 ‘리츠AMC’의 계마  요인이 계의 질

인 신뢰, 계의 성과인 고객충성도(재이용  

추천)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각 

변수들의 계를 설정해 실증 으로 분석한다.

이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츠AMC’의 마 ( 업) 활동 가

운데 계마  활동 요인 즉, 계마  요인

을 설명한 다음 용할 수 있는 선행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규명한다.  둘째, ‘리츠AMC’의 

문성，평 (명성)，가격요인, 소통 능력, 유

계, 물리 시설을 포함하는 계마  요

인과 고객의 신뢰  만족으로 구성되는 계의 

질과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계의 질인 

만족과 신뢰가 고객충성도(재이용과 추천)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넷째, ‘리츠

AMC’의 효과 인 고객 리를 한 계마  

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리츠AMC’의 계마  활동에 한 연구 토

를 제공하고, 향후 ‘리츠AMC’의 경 과 업 

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 이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배경  목 을 

도출하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이론 고찰

을 토 로 ‘리츠AMC’에 한 계마  측정 

항목을 채택하 다. 

제3장에서는 측정된 항목을 토 로 연구모

형  가설을 설계하 고, 이 게 설계된 가설을 

검증하기 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도구 

 설문지를 구성하 다.

제4장에서는 자료수집  분석방법을 결정

하고, 표본의 기본 특성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

도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  가설의 검증을 

통해 소결론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시

사 을 요약한다.

Ⅱ. 선행연구  측정항목 도출

1.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 계마  연구들은 경 학에서 그리

고 각 산업별 업 략과 련하여 많이 다루어

졌다. 특히 호텔·  등 여행업  백화 ·홈쇼

핑 등 유통·서비스업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 태권도장·무용학원·휘트니스센터 등 

체육학 분야에서는 계의 질과 고객확보에 

한 연구를 많이 다루었다. 은행·보험 등 융 분

야에서도 계마 과 고객 만족에 한 연구

가 많으나 ‘리츠AMC’ 등 부동산업과 련한 연

 5) ‘리츠AMC'의 업무는 부동산 실물 매입과 부동산개발이 핵심 내용이고, 리츠 상품은  융투자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 

고객이 시행(건축주)  시공회사(건설사), 융기 (은행, 증권사 등) 등이 주요 고객이자 계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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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최 진, “상업스포츠센터 계마  인과모형 분석”, 앙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6, pp.1-17. 

주7) 장원재, “지각된 의료서비스와 환장벽이 계품질과 서비스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조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7. pp.1-7. 

<표 1> 계마  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 상
연구자 계마  요인 매개변수 결과변수

업종 해당업

융업

(보험)

은 행 최성 (2008)1) 사회·심리 편익 경제 , 고객화 편익 만족, 몰입 충성도

증권사 임형수(2005)2) 공유가치, 의사소통, 계의지 신뢰성 우호  갈등,
불확실성

자동차보험 석유미 (2004)3) 핵심， 계, 부가서비스, 이미지 만족，신뢰, 몰입 재구매의도

숙박업

호텔 구문회(1996)
4)

호감, 유능, 물리 편의 시간 편의, 가격 상 상호작용, 상호개방성 정직성, 만족
재구매의도,

구 효과

호텔업 최성철(2005)5) 인 , 물 , 운 서비스 신뢰，만족 재구매 의도,
정  구

문직

서비스

문직

서비스
박 호(2003)

6) 력  커뮤니 이션， 호혜  공유가치, 신뢰성

확신성, 응답성，공감성
만족 장기 계

공인 개사 설 미(2013)7) 고객지향성,커뮤니 이션, 문성, 물리 시설, 유 신뢰, 몰입 재방문

세무 리인 장용운(2005)
8)

정확성，성실성， 문성,편의성, 고객성，신뢰성 만족도 지속, 유지

의료서비스 장원재(2007)
9)

기술 , 인 , 물리 , 차  품질 신뢰，만족, 몰입 충성도

<표 2> 업종별 계마  측정항목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 계마 의 구성과 측정항목

계마 에서는 기업의 계마  수행

과 그 성과를 알아보기 한 측정항목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측정항목은  각 ( 계마

) 요인, 매개변수 그리고 매개변수에 의한 결

과변수로 이루어 진다. 각 항목들은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핵심개념과 항목들을 사용하는 데, 

아래 표는 업종별로 계마 을 측정할 때 각 

측정요소(변수) 별로 사용했던 항목들을 분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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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학원

스포츠센터 최 진(2006)
10)

고객지향성, 유 , 문성, 커뮤니 이션 만족, 신뢰, 환비용 고객충성도

태권도장 권 (2009)11) 고객지향성, 커뮤니 이션 유 , 문성,물리 시설 신뢰, 몰입 고객충성도

유통업

소매 정정일(2006)12) 고객화, 문성 커뮤니 이션, 유 신뢰, 만족 포충성도

보석도매 유 효(2009)
13)

문성, 고객지향, 가격 소통, 물리 시설, 유 신뢰, 만족 재방문,추천

주1) 최성 , “은행의 계마  련 요인의 구조  계에 한 연구”, 동의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8, pp.1-7.

주2) 임형수, “ 융기  소매 업에서의 고객 계마 에 한 연구 : 증권회사의 고객 계유지성향을 심으로”,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5, 

pp.1-14.

주3) 석유미, “서비스 품질과 기업이미지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자동차보험을 심으로”, 숙명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4, pp.1-26.

주4) 구문회, “ 호텔 서비스업의 계마 에 한 연구”, 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5, pp.1-12.

주5) 최성철, “호텔의 고객 계마 요인이 계의 질과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계명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5, pp.1-34.

주6) 박 호, “ 문서비스 품질과 계형성요인이 장기  계지향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3. pp.1-38.

주7) 설 미, “공인 개사의 계마  요인이 마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벤처 학원 학교 박사학 논문, 2013. pp.1-48.

주8) 장용운, “세무 리인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와 세무 리인의 계속거래 의도에 미치는 향”, 운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6, pp.1-5.

주9) 장원재, “지각된 의료서비스와 환장벽이 계품질과 서비스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조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7. pp.1-7. 

주10) 최 진, “상업스포츠센터 계마  인과모형 분석”, 앙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6, pp.1-17. 

주11) 권 , “태권도장 계마  실행요인이 고객만족, 계품질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 단국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9, pp.1-8. 

주12) 정정일, “ 계마  요인과 계품질 그리고 포충성도와의 계 : 소매 문 을 심으로”, 계명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6, pp.1-3.

주13) 유 효, “ 계마  요인이 계품질과 포충성도에 미치는 향 : 귀 속·보석 도매 포를 심으로”, 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9, pp.1-6.

연번 도출한 항목 항목에 한 설명 선택(명) 채택 여부

계

마

요인

1 문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고객에 해 하게 응하는 능력 6 ◎

2 정직성 지식과 상황에 해 사실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음 3 X

3 명성(평 ) 상품 혹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특정 회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표시의 정도 5 ◎

4 가격요인 경쟁사 비 유리한 가격조건이나 네고(할인)의 정도 4 ◎

5 물리 환경 회사의 치, 교통의 편리성, 주차  내부시설이용의 편리성 4 ◎

6
커뮤니

이션

직원이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악하고, 고객은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며, 직원과 

고객 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의 정도
5 ◎

7 윤리성 법률과 원칙을 지키고, 도덕성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함. 2 X

8 유 계 상호 친숙도를 통해 우호  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5 ◎

계의

질요소

1 신뢰 고객이 회사의 직원이나,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에 한 믿음의 정도 6 ◎

2 만족 거래에 해 느끼는 고객의 반 인 평가 5 ◎

3 몰입 고객에 해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제공  불만제거 3 X

계성과

요소

1 재이용 지속 으로 이용하거나 구매성향 1 X

2 추천 타인에게 호의 으로 말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함 1 X

3  통합 고객이 특정 회사에 해 호의 인 감정을 지니고 지속 으로 구매하는 경향  타인 추천 4 ◎

<표 3> FGI에 의한 측정 변수별 항목 도출과 최종 채택 결과

3. ‘리츠AMC’ 계마 의 측정 방

법  항목 도출

앞장에서와 같은 선행연구  다른 산업의 

계마 의 측정항목을 분석한 사례를 참고로

하고, FGI기법6)을 통해 ‘리츠AMC’에 해당하

 6)  FGI는 ‘리츠AMC’ 업에 종사하는 실무책임자(리츠 업부서, 박사학  소지자)를 리더로, 주요 거래처별로 시행 담당 부장 1명, 시공

사 수주 담당 차장 1명, 은행 기업 융 담당 장 1명, 축은행·증권사 투자담당 각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 다. 1차에서 계마

에 한 이해와 설명  ‘리츠AMC’의 계마 에 도입에 한 토론을 실시하 다. 2차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츠AMC’에 도입 가능한 계마  요인, 계의 질과 계성과 등 각 변수에 한 상 항목을 도출한 다음 각 참가자들의 서면 동의

를 거처 최종 항목을 채택하 다. 각 항목은 6명의 참가자  4명 이상의 선택(2/3이상 찬성)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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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가설의 설정(정리)

 계 연 구 가 설

계마
요인과

고객신뢰와
의 계

H 1 : 계마  요인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1 : 문성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2 : 평 (명성)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3 : 가격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4 : 물리 시설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5 : 커뮤니 이션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1-6 : 유 계는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계의 
질과

계성과와
의 계

H 2 : 계의 질은 계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 2-1 :  신뢰는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표 4> 연구 모형도

는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FGI실시 결과 계마 요인에서는  정직

성, 윤리성과 계의질에서는 만족, 몰입 요소가 

기각되었다. 계성과에서는 재이용  추천을 

통합한 개념이 채택되었다.

Ⅲ. 연구모형  설계

1.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는 ‘리츠AMC’의 계마  요인이 

계의 질인 신뢰와 만족, 그리고 계성과인 고

객충성도(재이용  추천)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문가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리츠AMC’에 합한 계마  요인

을 도출하 다. 문성, 명성(평 ), 가격요인, 

물리  시설, 커뮤니 이션, 유 계 등이다. 

 계의 질로 고객신뢰신뢰, 계성과로서 고

객충성도를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체 연구 모형의 틀은 계마  분석에

서 많이 사용하는 Morgan & Hunt(1994)7)

의 핵심 매개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Doney & 

Cannon(1997)8)의 신뢰에 한 연구 모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설계에 따라 

계마 의 실행 요소가 계성과에 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매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계의 질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매개 수단

인 계의 질인 고객신뢰가 궁극 으로 계성

과인 고객충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계마  요소들과 계의 질 간 가설, 계의 

질과 고객충성도 간 가설로 구분하 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변수의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계마 의 개념, 계마

의 실행(활동) 요인, 계의 질, 그리고 

계성과의 개념을 분석하여 연구 상에 맞게 조

작  정의를 하 다. 각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정은 <표 5>와 같이 ‘리츠AMC’에 맞게 수정하

여 용하 고, 각각의 조작된 정의로부터 ‘리츠

AMC’에 맞는 설문문항을 마찬가지로 <표 6>과 

같이 도출하 다.

 7) Morgan, R. M. & S. D. Hunt,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1994, Vol.58, No.1, pp.20-38.

 8) Doney, P. M., and J. P. “Cannon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rust in Buyer 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1997, Vol.61, No.2,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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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조작  정의  설문문항 도출(요약)

연번 측정 변수 조작  정의 도출된 설문 문항(요약)

계

마

요

인

1 문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고객에 

해 하게 응하는 능력

- 직원의 상품과 업무에 한지식 - 직원의 시장동향 악 능력

- 고객에게 합한 상품 추천 - 고객요구에 맞는 안 제시

2
명성

(평 )

상품 혹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

서 특정 회사에 의미를 부여하

는 표시의 정도

- 회사의 시장 이미지 - 외  랜드 평가 정도

- 회사의 상품(서비스) 경쟁력 - 회사의 상품(서비스) 지명도

3
가격

요인

경쟁사 비 유리한 가격조건이

나 네고(할인)의 정도

- 경쟁사 비 렴한 가격 -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 제공

- 거래 실 에 따른 할인 - 고액(매출) 거래시 구매 혜택

4
물리  

환경

회사의 치, 교통의 편리성, 주

차  내부시설이용의 편리성

- 회사의 근성   교통 환경 - 주차의 용이성

- 회사시설의 이용  업무용이성 - 깨끗하고, 정돈된 내부인테리어

5
커뮤니

이션

직원이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악하고, 고객은 자유롭게 상

담이  가능하며, 직원과 고객 간

에 원활한 정보교환의 정도

- 고객요구의 경청  이해노력 - 커뮤니 이션 통한 불만족표

- 자유로운 문의와 업무확인 - 거래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유

계

상호 친숙도를 통해 우호  

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 우호  계 유지 - 상호 신상 정보 공유

- 친숙 계 지속 유지 - 호의  감사 표시

계

품질
7 신뢰

고객이 회사의 직원이나, 제공

되는 상품  서비스에 한 믿

음의 정도

- 제공하는 비스에 한 믿음 - 거래의 안정성 직원에 한믿음

- 약속이행 여부 - 상 방에 한 배려심

- 제품, 서비스의 신뢰성

계

성과
8

고객

충성도

고객이 특정 회사에 해 호의

인 감정을 지니고 지속 으로 

구매하는 경향  타인 추천

- 반복 거래 의지 - 타인 추천 의도

- 우호  구 - 지속 거래 의도

Ⅳ. 실증분석

1. 자료 수집  분석 방법

‘리츠AMC’와 거래하는 시행사  시공사의 

부동산 개발 는 공사 수주 업무 담당 임직원 

그리고 건축주(개인) 등을 상으로 하 으며, 

융권으로는 서울  수도권에 소재한 시 은

행(1 융권), 축은행·증권사 등(2 융권)을 

상으로 하 다.

2016년 6월 말 재 시 은행 18개, 축

은행 79개, 증권회사 56개9)와 건설회사(일반

건설업종) 12,836개10), 시행회사 1,595개11) 

등 총 14,632개가 모 집단이다. 이 에서 PF

를 비교  많이 취 하는 은행 8개, 축은행 

8개와 증권회사 8개의 직원을 상으로 회사 당 

5부, 부동산개발 등을 시행·시공하면서 PF를 

비교  많이 이용하는 시공회사 20개사, 시행사 

10개사 직원을 상으로 각 5부씩 그리고 자산

리회사와 거래하는 개인을 상으로 설문하

다.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  검증하기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패키지 로그

램을 활용하여 4단계 분석을 수행하 다.

첫 번째，표본의 인구 통계학  특성과 측정 

변수의 기  통계를 얻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

시하 다. 두 번째，연구 모형에 사용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정하기 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세 번째，구조 모형 추정 

결과에 따라 설정된 가설에 사용된 독립 변수 간 

 9) 융감독원, 융통계월보, 2016. 8, p.17, 67, 113.

10) 국토교통부, 건설경제주요통계, 2016. 6, p.12.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등록 황, 2016. 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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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

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2. 표본의 기본 특성 분석

<표 7>은 체 표본의 기본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징을 보면 성별로

는 남성 80.8%, 여성 19.2%로 나타나 부동산 

개발  건설 수주와 부동산 융 분야의 성비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  활동 요인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마  활동의 세부 계획과 내용 

수립에 반 되어야 할 사항이다. 

연령별로는 30 와 40 가 71.0%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 다. 이는 련 업무의 실무 

담당자가 설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

다.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 융·투자 련 업

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 이 리에서 차장( 장)

 사이에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음을 시사해 

다. 이러한 고객 응답 연령층에 해서도 계마

이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근무 회사는 융회사 40.6%, 시공회사 

26.1%, 시행회사 15.9% 순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근무 부서별로는 부동산 융·투자 업무 

37.0%, 개발․건설 수주 업무 31.9%로 부동

산 투자  개발 련 직  업무 담당자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행  시공회사

와 융회사의 총무/회계 부서 담당 직원 등이 

리츠와 련하여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표본에 포함하 다. 

근무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 35.5%, 

10년 이상 15년 이내 27.5%를 차지하여 체 

상자의 6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령

에서 30 와 40 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과 일치한다.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성별
남자 223 80.8%

여자 53 19.2%

나이

20 45 16.3%

30 118 42.8%

40 78 28.3%

50 35 12.7%

근무회사

융회사 112 40.6%

시공(건설)회사 72 26.1%

시행회사 44 15.9%

기타 48 17.4%

근무부서

부동산 개발 융 업무 102 37.0%

부동산 개발․수주 업무 88 31.9%

총무․회계 업무 16 5.8%

기타 업무 70 25.4%

근무기간

5년 이내 76 27.5%

5 - 10년 98 35.5%

10 - 15년 76 27.5%

15 - 20년 20 7.2%

25년 이상 6 2.2%

합  계 276 100.0%

<표 7> 표본의 일반  특성

 자료 : 연구자가 설문지 분석을 통해 정리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한 내  일 성을 분석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α)12)값을 사용하 다. 연

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조작된 연구 변수, 

즉 계마  활동이 계의 질과 고객 행동에 

미치는 향에 련된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에 

한 신뢰성을 악하 다. 각 요인별로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보면 다음과와 같다.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해 1차 으로 

선행 연구  FGI를 참고하여 변수를 추출하

으며, 2차 으로 문항 구성과 내용의 타당성 검

증을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분석은 다변량 분석 방법의 하나로 변

12) Cronbach'α 계수는 흔히 ‘신뢰도 계수’라고 통칭하는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기 은 학자마다 다르다. 개 .8～.9사이의 값이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값이 .7이면 측정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

며, .6이하일 경우 측정항목의 내  일 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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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마  측정 항목
요인
재치

Eigen
Value

Cronbach's
α 값

분산비율

요인1 : 문성

직원의 업무(상품)에 한 지식 .771

7.716 .772 56.30
업계 동향에 한 지식 .728

고객에게 합한 상품의 추천(지식) .806

고객 요구에 맞는 안 제시 .787

요인2 : 평 (명성)

업체(회사)의 시장 이미지 .728

1.845 .703 59.16
우호  랜드 평가 .629

상품과 서비스의 우수함 .782

회사의 인지정도 .769

요인3 : 가격요인

유리한 가격 제공 .872

1.196 .742 9.92
거래 실 에 따라 할인 .865

고액(매출) 거래 시 혜택(네고) .890

경쟁사 비 렴한 가격 .401

요인5 : 커뮤니 이션

고객 요구의 경청  이해 노력 .892

2.503 .752 57.23
커뮤니 이션 통한 불만족 표 .842

서로간의 솔직한 화 .862

거래에 필요한 정보 교환 .851

요인6 : 유 계

우호  계의 유지 .785

1.086 .7 64.2
신상 정보 악  활용 .756

친숙한 계의 지속 유지 .762

호의  감사의 표시 .652

<표 8> 계마 에 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수들 간 상 계를 기 로 많은 변수들 속에 내

재하는 체계 인 구조를 발견하는 분석 방법이

다. 상 계가 높은 변수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요인들 간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요인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로 측정된 자료

를 변수들 간에 공분산 계  상 계를 이용

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축소 요약하는데 사

용되며, 타당성 검증의 일부로 많은 항목들이 어

떠한 개념이나 상을 측정하 을 때 과연 변수

들이 모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 는가를 확인

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

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재치를 높이기 해 

배리맥스 회 을 실시하 다. 요인의 추출은 아

이겐값을 기 으로 하는 경우와 총 분산  요인

을 설명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 값을 기 으로 요인을 추

출하 다. 아이겐 값을 기 으로 할 경우 보통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이겐 값이 1이상이 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조사에 사용하 다.

<표 8>은 계마 에 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문항별로 

계마 에 한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

(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은 6개가 추

출되었다. 이 요인들은 연구 문제에 맞추어 순서

로 ‘ 문성’, ‘평 (명성)’, ‘가격요인’, ‘물리

시설’, ‘커뮤니 이션’, ‘유 계’로 명명하 다. 

요인 추출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 추출 요인 

내에 있는 항목들의 Cronbach'α 값을 측정한 

결과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독립 변수인 계마 의 각 요인들은 측

정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한 수 의 신뢰성이 인

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인 분석은 각 항목들 간 상 계가 높아

야 하는데 KMO 척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Sphericity)은 각 항목들 간의 상  행렬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항목들이 요인 분석에 합

한가를 나타내어 다. 

Kaiser-Meyer-Olkin(KMO) 척도는 변

수  간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

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척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 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하다. 보통 KMO 값이 .90 이상이면 좋으며, 

.05 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 계마  요인들의 

KMO 값은 .852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데 

합하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상 계 행

렬이 단 행렬이다”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치로 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요인분석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표 9>에서 보듯이 이 값이 

2672.580, 유의확률 .000이므로 가설은 기

각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의 합하고, 공통 요

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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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측정 값

표 형성 성의 

KMO(Kaiser-Meyer-Olkin) 척도
.8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Sphericity) 2672.580

유의 확률 .000

<표 9> 계마  측정 항목에 한 요인 분석 

합도 검정 

<표 10>은 계의 질에 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의 질에 

한 항목은 최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계의 질 항목에 한 요인 분석 결과 고유치

(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은 2개가 추

출되었으나, 이  가장 큰 값을 가진 요인을 선

택하고 이를 ‘신뢰’로 명명하 다.

‘신뢰’에는 5가지 측정 항목이 있다. 요인 분

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히 재되어 별도의 

제외 문항 없이 분석에 사용하 다. 요인 추출의 

합도를 검증하기 하여 각각 추출된 요인 내

에 있는 항목들의 Cronbach's α 값을 측정한 

결과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도구로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신뢰도가 인

정되었다.

계의 질 측정 항목
요인 
재치

Eigen
Value

Cronbac
h's α 값

요인: 신뢰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믿음 .765

4.658 .812

거래의 안정성, 매원에 한 믿음 .756

약속 이행 여부 .750

상 방에 한 배려심 .776

제품 서비스의 신뢰성 .783

<표 10> 계의 질에 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있어서 계의 질 요인들의 

KMO 값은 .865로서 요인분석을 실시 하는 데 

합하다고 할 수 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Sphericity)는 1083.098, 유의확률 .000 

이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합하고, 공통요인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항  목 측정 값

표 형성 성의 KMO(Kaiser-Meyer-Olkin) 

측도
.86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Sphericity) 1083.098

유의 확률 .000

<표 11> 계의 질 측정항목에 한 요인분석 

합도 검정

고객충성도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Cronbach's α 값이 .812로 나타나 측정 도구

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가 항목 평균 Cronbach's α 값

고객

충성

도

반복 거래 의지 3.71

.812
타인 추천 의도 3.40

우호  구 3.67

지속 거래 의도 3.62

<표 12> 고객충성도에 한 신뢰도 분석

4. 연구 모형  가설의 검증

1) 상 계 분석 

별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독립 변인 간 

상 계를 분석하 다. 별 타당성은 상

계 분석 결과 나타난 상 계수의 수치가 0.2∼

0.4 이하이면 낮은 상 계, 0.4 이상이면 높

은 상 계이다. 그러나 상 계수가 0.8이상이

면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로 

계수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별 타당성은 측정 

항목의 분산이 련되지 않은(요인 간) 변수의 

분산보다 더 큰가로 단할 수 있다. 즉, 상이한 

구성 개념 간에는 측정 결과에 상이한 차이가 나

타나야 한다.

독립 변인 간 상 분석 결과 문성과 유

가 0.6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성

과 커뮤니 이션, 문성과 평 (명성), 커뮤니

이션과 유 계, 평 과 유 계가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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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93 수 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변수 간 

상 계수는 0.3 이하로 낮은 상 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독립 변인 간 상 계수는 강한 상

성을 보여주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의 

험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문성 평
(명성)

가격
요인

물리
시설

커뮤니
이션

유
계 신뢰 고객

충성도

문성 1.000

평
(명성) 0.652 1.000     

가격
요인 0.251 0.243 1.000   

커뮤니
이션 0.593  0.553  

0.119 0.209 1.000   

유
계 0.656 0.635 0.183 0.282 0.565 1.000  

신뢰 0.615 0.618 0.120 0.268 0.405 0.705 1.000

고객
충성도 0.606 0.616 0.127 0.229 0.455 0.634 0.723 1.000

<표 13> 변수 간 상 계수

2) 가설의 검증

먼  가설 1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마  요인이 고객의 신뢰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물리 시설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고객의 지각된 신뢰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결정 

계수는 0.568로 회귀 모형이 체 변동 추세의 

56.8%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신뢰 증진에 유

계(t=8.924, p=.000), 문성(t=6.412, 

p=.000), 평 (명성)(t=3.716, p=.000)에 

한 계마  요인이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요인(t=-2.085, p=.0366)과 커뮤

니 이션(t=-3.268, p=.000)은 신뢰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포 치나 편리한 교통 시설 등과 같은 물리

시설 (t=0.182, p=.7822)은 통계 으로 무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츠AMC’가 부분 

여의도 융 심가 는 강남 테헤란로를 심

으로 한 역세권에 치해 있어 부분 교통이 편

리하고 주차가 용이하여 물리 시설이 통계 으

로 신뢰 계 형성에 의미가 있는 요인이 아님을 

밝 주고 있다. 

가격요인과 커뮤니 이션은 부(-)의 향

을 미치고 있다. 부동신 신탁 상품에서는 무조건

인 가격 할인보다는 질 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 다. 커뮤니

이션의 경우 일반 이고 형식 인 응 보다는 

구체 이고 문 인 상담과 소통을 원하는 것

으로 단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

다. ‘리츠AMC’처럼 고가의 부동산 상품(부동산

개발을 포함)을 취 하는 경우 외부 인 시설

(물리  시설)보다는 상자 간 끈끈한 결합 

계와 문 능력이 신뢰를 형성하는 요한 요인

이라는 것을 보여 . 분석 결과 가설 1-4는 기각

된다.

구 분 B t 값 유의확률 F 값
모형유의

확률(F)
adjR2

(상수) 0.362 2.832 0.0046

 

 

71.625

 

 

 

 

 

 

0.000

 

 

 

 

 

 

0.568

 

 

 

 

문성 0.314 6.412 0.0000

평 (명성) 0.241 3.716 0.0002

가격요인 -0.081 -2.085 0.0366

물리 시설 -0.012 -0.182 0.7822

커뮤니 이션 -0.106 -3.268 0.0006

유 계 0.482 8.924 0.0000

<표 14〉 계마  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향

가설2.에 한 분석결과로서 <표 15>는 신

뢰가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가설 검증 결

과를 보여 다. 고객충성도의 설명력은 0.589

이다. 회귀모형의 합성을 검증하는 F 값은 

224.163(F=0.000)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뢰(=7.529, p=0.000)와 만족

(=7.965, p=0.000)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각

하는 신뢰와 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거래 상

에 한 고객충성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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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2은 채택되었다.

구분 B t 통계량
개별유의 

확률(p)
F 값

모형유의

확률 (F)
adjR2

(상수) 0.337 3.185 0.001
224.163 0.000 0.589 

신뢰 0.403 7.529 0.000

<표 15> 고객 신뢰가 계성과에 미치는 향

3) 소 결

이러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토 로 ‘리츠

AMC’의 계마 에 한 6가지 요인 분석 결

과, 물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요인( 문성, 커뮤

니 이션, 평 , 가격요인, 유 계)은 신뢰 형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에서는 가격요인과 커뮤니 이션 변수가 만족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가격이 요하게 나타났으나 자산

리회사의 경우 고객 만족 형성에 가격 요소 보다 

유 계, 문성과 평 이 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결론에서는  ‘리츠AMC’의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업 략 수립에 

필요한 방안들과 시사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 리회사 계마 의 실행에 필요한 요인

은 문성, 평 (명성), 가격요인, 커뮤니 이

션, 유 계의 5가지로 선정하 다. 이들 요인

이 계의 질  계성과(고객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결과 물리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요인( 문성, 커뮤니 이션, 평 , 가격요인, 유

계)은 신뢰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객 만족에서는 물리 시설 외

에 가격요인과 커뮤니 이션 변수가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리츠

AMC’의 고객신뢰에는 유 계, 문성과 평

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객 신뢰는 계성과인 고객충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각

된 ‘리츠AMC’에 한 고객 신뢰와 만족은 

REITs 거래(재이용)와 정 인 추천  구

이라는 업 성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 로 ‘리츠AMC’라는 부동산투

자( 융) 련 문업에 한 마  연구를 하

다. 불특정 다수인 개인 고객과 계 형성을 

하는 규모 소매 ( 는 소매기 )13)과는 달

리 ‘리츠AMC’와 같은 문업체는 고객과의 사회

 이익과 기능  이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확인 다. 

본 연구에서 계마  요인  유 계

가 신뢰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

구의 상인 ‘리츠AMC’ 상품은 부동산이라는 가

장 비 이 큰 재산을 리(개발  처분 포함)하

는 것이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강한 유 계가 

고객 신뢰와 충성도를 획득하는 데에 가장 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성이 계의 질을 통

해 장기  매에 향을 미친 것과 같이 본 연구

에서도 문성이 신뢰와 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어 유·무형 상품을 막론하고 문성은 신뢰와 

만족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지각된 신뢰와 만

족이 고객충성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리츠AMC’의 고객 만

족을 한 업 략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자산 리회사 고객들은 자산 리회

사와의 계 형성에서 가격이나 물리 인 환경

과 같은 직  속성 보다는 상호 친숙도를 통한 

우호 인 계 유지를 더 요하게 고려하고 있

다. 따라서 고객과 REITs 유 계를 유지하기 

한 마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자산 리회사 직원의 문성이 고객

13)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융기 으로 개인을 주 상으로 신탁상품(주로 신탁)을 매하는 은행(신탁부)을 로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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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신뢰와 만족감 형성에 매우 요하다. 자산

리회사는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개발 

 리·처분하는 것이 주 업무로 직원의 문성

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산 리회사는 직원들의 

다각 이고 심도 있는 고도의 문성 제고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셋째, 자산 리회사의 고객들은 유 계

와 문성 못지않게 거래하는 회사의 이미지인 

평 (명성)을 시한다. 평 은 하루아침에 생

겨나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 질 수도 있다. 이

러한 요성을 자각하고 끊임없는 이미지 개선

과 유지 노력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리츠AMC’를 상으로 계마

을 목한 기 연구이나, 일반화된 계마

 성과 도출 모델을 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기타 상황  요인이나 각 리츠 상품 별, 그리

고 리츠상품을 이용(투자)하는 고객(군)과 각 

‘리츠AMC’가 운용하는 다른 상품별 요인들은 고

려하지 않았다.14)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계의 질  고객충

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 즉, 고객 

군별  각 상품별 주요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4) 재 22개의 ‘리츠AMC’는 탁형 리츠 상품을 취 하는데, 탁형 리츠 상품에는 CR리츠 등 실물 상품이 있는 반면, 개발  분양형 

리츠 상품도 최근 각 받는 상품이므로 이에 한 비교 분석은 제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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