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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ustomer reward programs that are provided strategically 
to develop customer favors are assessed by customers, if they affect customer loyalty and what effect using 
membership card(how many possess and use it) take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ustomer loyalty showed high when shared value and convenient value are felt for pre-
ference and referring effect and when shared value and allied value were felt for revisit. Secondly, when 
the number of cards in possession was a lot, high customer loyalty existed. Thirdly, when the number of 
cards in use was a lot, the customer loyalty was high. The customer’s awareness of values, e.g. economic, 
shared, use, convenience and allied values, put a very meaningful positive effect on loyalty, i.e. preference, 
referring effect and revisit. The more the number of food service provider’s’ membership cards in use and 
in possession was, the higher customer loyalty was. This implies that continued development of business 
partners and quality control are critical for various benefits and shared value of the customer reward pro-
grams and service upgrade.

Key words : reward program, customer loyalty, membership card.

¶ : 교신 자, 011-9980-5322, hjyorisa@hanmail.net, 서울시 강남구 치동 316번지

Ⅰ. 서  론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속한 정보 통신 분야

의 발달과 치열한 생존 경쟁의 흐름으로 단순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동 인 기업에서 

생존과 번 을 해 보다 창의 인 기업으로의 

변 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양식은 고객 

개개인의 개별화된 니즈에 맞춘 것으로서 일반

인 push나 pull이 아닌 고객 지향 인 DB 마
으로 변해가고 있다. 즉, 고객 계에 을 둔 

계 마 으로 마 의 목표는 매나 시장 

유율의 극 화가 아닌 고객 만족 극 화로 바

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고객 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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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고객이 존재한다. 기존 고객의 유지 활동

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 기업 이익 추구

에 더 효과 이라고 한다(Reichheld 1996; Rust and 
Oliver 1994). 따라서 기업은 기존 고객의 충성도

를 구축하여 고객과 지속 인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김형  2004).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 으로 고

객 보상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 보상 로그램은 자사의 모든 고객들에

게 제품 는 서비스 사용에 한 인센티 를 제

공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고객에게는 기여도에 상

응하는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재 구매

를 높이려는 것이다. 고객 보상 로그램을 이용

하는 것은 보상 매, 마진, 수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어  측면과 기존 고객의 미래 가치와 충

성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공격 인 측면에 기인

하며,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진입 장벽 형성을 

해서 실행한다고 하 다(Dowing and Uncles 1997).
고객 보상 로그램은 고객의 평생 가치(lifetime 

value)에 맞추어 설계된 것으로 한 기업의 제품이

나 서비스를 처음으로 구매했을 때를 시작으로 

평생 동안 구매할 수 있게 도와 다. 즉, 마일리

지, 캐쉬백, 가격 할인 등 물질 이며 가시 인 

혜택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공유감이나 친 감 

는 배려와 같은 정신 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

객 충성도를 제고시키고 있다(Magui 2003). 
이 게 타 산업에서의 보상 로그램에 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재 성숙기로 어들

어 과잉 경쟁으로 가고 있는 외식 업체에서는 쿠

폰  멤버십 카드와 함께 략  제휴를 맺은 

기업과의 각종 제휴․이동통신사 할인 카드 등이 

표  보상 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종호 2006). 
부분의 외식 업체에서 경쟁 으로 실시하고 있

는 고객 보상 로그램은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

고 있지만, 요한 문제는 고객 충성도 고취를 

해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느냐에 한 문제이다. 
많은 외식 업체들이 고객 보상 로그램의 기

획과 운 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투자

하고 있지만, 과연 고객 보상 로그램이 고객들

에게 가치 있게 지각되는지 그리고 고객 충성도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실질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

을 수행하기 해 외식 업체의 다양한 고객 보상 

로그램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

며,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로그램은 무엇인

가에 한 이슈와 고객이 원하는 고객 보상 로

그램을 제공했을 때 고객 충성도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 업체의 고객 애호도를 형

성하기 해 략 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고객 보상 로그램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평가되

고 있으며, 고객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멤버십 카드의 이용 행태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Ⅱ. 이론  고찰

1.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한 연구

고객 보상 로그램이란 고객의 충성도를 높

이기 해 충성스런 고객에게 더 많은 인센티

를 제공하는 마  로그램이다. 지속 인 커

뮤니 이션을 통해 고객과 끈끈한 유  계를 

유지하며, 기존 고객에게 장기 인 략 활동을 

통해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 화하는 것이 그 목

이다(Jones, Mothersbaugh and Betty 1999). 
고객 보상 로그램은 거의 모든 사업에서 사

용되고 있지만, 기에는 항공사에서 Frequency 
Marketing이라는 용어로 제한 으로 사용되던 마

 활동이었다.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이해되고 

있는 이 로그램은 더 많이 구매한 고객들에게 

더 많은 부가 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지 의 고객 보상 로그

램은 단순한 마일리지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로그램을 개발하여 항공사뿐만 

아니라 정유사, 통신사, 자동차, 신용카드사, 백

화 , 쇼핑몰, 호텔, 외식 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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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Bolton, Kannan and Bramitt(2000)의 연구에서

는 고객 보상 로그램의 목표는 이익 기여도가 

높은 특정 고객에게 보다 높은 만족과 가치를 제

공함으로써 이들의 잔존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며,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라 하 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보상 로그램의 기획과 

운 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투자하고 

있지만, 과연 고객 보상 로그램이 고객들에게 

가치 있게 지각되는지 그리고 고객 충성도 형성

에 기여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유재 2003). 
O'Brien and Jones(1995)는 고객 보상 로그램

이 고객의 로열티를 형성하기 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로그램에 한 가치 인식이 요함을 

역설했다. 이재문(1999) 한, 우량 고객에 한 

차별  보상 로그램을 설계하기 해서는 고객

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보상들을 기획하는 것이 

요하다고 제시하면서 효과 인 보상 로그램

은 물질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  보상도 포함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Woodruff(1997)는 고객 가치를 미래의 주요한 

경쟁우 의 원천이라고 말하 다. 즉, 고객 가치

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고

객이 가진 목 과 의도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

는 제품 속성과 제품 속성의 결과에 한 지각된 

선호 는 평가라고 하 다. Dowling and Uncles 
(1997)의 연구에서 성공 인 보상 로그램을 개

발하기 해서는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

시키도록 보상 로그램의 설계, 장기 인 충분

한 마  비용의 투자, 구매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보상 설계와 같은 3가지 제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고 하 다.
아울러 특정 제품에 해 소비량이 많다는 것

은 그 제품에 한 선호도가 높고, 제품에 한 

여도가 높아서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최안희 2001). 일반 인 구매 의사 결정이

나 구매 행 에 있어 Heavy user와 Light user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사

용량을 요 매개변수로 채택하 다.
고객들의 보상 로그램에 한 가치를 평가

하는 요인으로 O'Brien and Jones(1995)의 연구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각각의 보상 로그램에 

해  가치, 이용 확률, 열망 가치, 성, 편
리성 등을 평가한 후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

상들에 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고객 충성

도 형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이 보상 로그램에 해 

평가하는 가치 항목으로 O'Brien and Jones(1995)
와 곽진민(1997)의 연구를 토 로 경제 가치, 공
유 가치, 이용 가치, 편리 가치, 제휴 가치 등 5가
지 항목으로 정하 다.

2. 고객 충성도에 한 연구

고객 충성도는 한 기업의 사람, 제품  서비

스에 한 애착 는 애정의 감정 상태(Jones and 
Sassers 1995)로써 고객들로 하여  장기간에 걸

쳐서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재구매토록 하

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구  활동과 리미엄 가

격을 지불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발 될 

수 있다(Reichheld 1996). 즉, 고객 충성도는 행동

과 태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며, 그 정의는 

궁극 으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으로 

고객이 구매 경험을 통하여 기업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에게 정

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Dick 
and Basu 1994; Jones & Sassers 1996).

기의 고객 충성도에 한 연구는 반복 구매

와 같은 행동  측면에서 연구했으나, 행동 심

인 충성도는 단순 반복 구매로서 미래의 고객 

행 를 측하는데 한계 을 갖는다는 비 을 받

으면서 행동 인 요소에 태도 인 측면을 더해서 

충성도를 이차원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다(Day 1969; 
Dick and Basu 1994; Oliver 1999).

본 연구에서는 Lieberman(1999)이 사용한 3가

지의 충성도 틀을 사용하 다. 첫째, ‘Image-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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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로서 경쟁 카테고리 안에서 특정 멤버십 

카드에 하여 보이는 더 높은 선호도를 의미한

다. 둘째, ‘Marketing-Oriented loyalty’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정 멤버십 카드에 하여 추천하는 

구  효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ales-Oriented 
loyalty'로서 특정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는 양이 

많은지를 뜻하는 재방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
방문’이 가장 요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으

로 ‘선호도’와 ‘구  효과’ 한 그 결과로 ‘재방

문’을 가져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목

본 연구는 외식 업체의 고객 애호도를 형성하

기 해 략 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고객 

보상 로그램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

으며, 고객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멤

버십 카드의 이용 행태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 보았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해 고객이 인지

하는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향을 주는지를 

악한다.
둘째,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해 고객이 인지

하는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멤버십 카드 보유량(Multi/not-Multi)이 어떠한 조

 효과를 주는지를 악한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구분 변수명  측정 항목 변수의 근거 자료 비고

고객 가치

경제 가치- 약성,  가치, 제휴사 할인

공유 가치-자부심, 친 감, 동일 제품 이용

이용 가치-다양성, 서비스 즐거움, 보상 혜택

편리 가치-이용 방법, 보상 차, 이용 혜택

제휴 가치- 근 가능성, 신용도, 종사원 

O'Brien & Jones(1995)
Morgan & Hunt(1994)
곽진민(1997)

각 3문항씩

15개 문항

충성도 선호도, 구  효과, 재방문 Lieberman(1999)
각 2문항씩

6개 문항

인구학  특성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 , 직업,
멤버십 카드 련(보유량, 사용량)

최안희(2001) 7개 문항

셋째,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해 고객이 인지

하는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멤버십 카드 사용량(Heavy/Light)이 어떠한 조  

효과를 주는지를 악한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

주하고 패 리 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자로 하여

 자기 기입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의 조사 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작성된 설문

지는 300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일 인 답변으로 설문의 신뢰성이 결여된 불성

실한 응답지 23부를 제외한 유효 표본 자료로 사

용된 설문지 277부가 연구의 표본자료로 사용되

었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리커트 7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설문지 구성은 3개 항목으로 설정하

다. 첫째,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에 한 질문으로 15개의 문항으

로 경제 가치, 공유 가치, 이용 가치, 편리 가치, 
제휴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고객 충성도 

한 질문이 14문항으로 고객 충성도에 한 선

호도, 구  효과, 재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
째, 자료 분류를 한 인구통계학 인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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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별  연령, 멤버십 카드 련 등의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해 사회과학 통계패키

지(SPSS V.12)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세부 인 분석기법을 살펴보면, 조사 상자의 특

성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하 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신뢰도를 검증

하기 해 요인분석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하 다. 한, 한 멤버십 카드 이용 행태에 따

른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

시하 으며, 각 변수간의 인과 계  조  효과

를 규명하기 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

Ⅳ. 분석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표 2〉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08  39.0

여성 169  61.0

연령

20세 이하  23   8.3

21～30세  98  35.4

31～40세  85  30.7

41～50세  52  18.8

51세 이상  19   6.9

보유하고 있는 

외식 업체 멤버십 

카드 매수

없음 116  41.9

1개  53  19.1

2개  74  26.7

3개 이상  34  12.3

꾸 히 사용하고

있는 외식 업체

멤버십 카드 매수 

없음 127  45.8

1개  88  31.8

2개  50  18.1

3개 이상  12   4.3

합계 277 100.0

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

과 성별은 남성 108명(39.0%), 여성 169명(61.0%)
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 이하 23명(8.3%), 21～
30세 98명(35.4%), 31～40세 85명(30.7%), 41～50
세 52명(18.8%), 51세 이상 19명(6.9%)으로 나타

났다. 소비하고 있는 외식 업체 멤버십 카드매수

에 있어서는 1개 57명(20.6%), 2개 66명(23.8%), 
3개 이상 34명(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 업

체 멤버십 카드가 없다는 응답자도 120명(43.3%)
으로 높게 나타났고, 꾸 히 사용하고 있는 외식 
업체 멤버십 카드 매수에 있어서는 1개가 97명

(35.0%), 2개 35명(12.6%), 3개 이상 12명(4.3%)
순으로 나타났고, 꾸 히 사용하고 있는 외식 업

체 멤버십 카드가 없다는 응답도 133명(48.0%)으
로 높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 검증

〈표 3〉은 고객 가치에 한 요인분석은 실시

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개념을 바

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 다. 이 5개의 요인 

재값이 ±.4 이상으로 고객 가치를 설명하는 요인

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멤버십 카드 이용 행태에 따른 고객 가

치  충성도

1) 고객 가치  충성도

〈표 4〉는 고객 가치  충성도에 해 알아보

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
석 결과 고객 가치에서는 경제 가치(M=4.57)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가치(M=4.27), 제
휴 가치(M=4.00), 공유 가치(M=3.90) 순으로 나

타났으며, 편리 가치(M=3.70)는 상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고객 충성도는 평균 3.4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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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객 가치에 한 신뢰도  타당성 검증

공유 가치 편리 가치 제휴 가치 경제 가치 이용 가치

a5   .873   .188   .092   .181   .142

a4   .814   .116   .136   .272   .159

a6   .773   .131   .212   .037   .269

a10   .230   .835   .135   .178   .190

a11   .130   .827   .228   .190   .271

a12   .112   .755   .457   .104   .106

a15   .077   .105   .816   .152   .133

a14   .196   .234   .797   .105   .217

a13   .184   .387   .752   .087   .169

a1   .060   .152   .165   .866   .132

a2   .186   .160   .137   .823   .258

a3   .340   .116   .035   .665   .305

a7   .263   .163   .193   .172   .821

a8   .177   .198   .185   .374   .739

a9   .210   .250   .213   .244   .731

고유값  2.481  2.423  2.381  2.327  2.264

분산% 16.542 16.152 15.872 15.511 15.092

신뢰도   .862   .885   .836   .826   .861

<표 4> 고객 가치  충성도

 평균 표 편차

고객 가치

경제 가치 4.57 1.219

공유 가치 3.90 1.408

이용 가치 4.27 1.291

편리 가치 3.70 1.321

제휴 가치 4.00 1.344

고객 충성도 3.46 1.213

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2) 멤버십 카드 보유량에 따른 고객 가치  

충성도

〈표 5〉는 멤버십 카드 보유량에 따른 고객 가

치  충성도에 해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각 고객 가

치(경제, 공유, 이용, 편리, 제휴)와 고객 충성도

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1), 카드 보유량이 2개 이상인 상자들의

경우 1개 이하인 상자들에 비해 상 으로 높

은 고객 가치나 충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멤버십 카드 사용량에 따른 고객 가치  

충성도

〈표 6〉은 멤버십 카드 사용량에 따른 고객 가

치  충성도에 해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각 고객 가

치(경제, 공유, 이용, 편리, 제휴)와 고객 충성도

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카드 사용량이 2개 이상인 상자들의 

경우 1개 이하인 상자들에 비해 상 으로 높

은 고객 가치나 충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고객 충성도에 한 향 검증

1)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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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카드 보유량에 따른 고객 가치  충성도

멤버쉽(마일리지) 카드 보유량

t pNot-multi Multi

M±SD M±SD

경제 가치 4.34±1.199 4.95±1.160 17.619** .000

공유 가치 3.65±1.344 4.28±1.427 13.622** .000

이용 가치 4.04±1.269 4.63±1.246 14.707** .000

편리 가치 3.37±1.263 4.21±1.250 29.161** .000

제휴 가치 3.78±1.303 4.36±1.337 12.978** .000

고객 충성도 3.09±1.055 4.06±1.214 49.352** .000

**p<.01.

<표 6> 카드 사유량에 따른 고객 가치  충성도

 

멤버쉽(마일리지) 카드 사용량

t pLight Heavy

M±SD M±SD

경제 가치 4.45±1.189 4.99±1.240  9.555** .000

공유 가치 3.74±1.364 4.46±1.427 13.099** .000

이용 가치 4.08±1.252 4.92±1.220 21.765** .000

편리 가치 3.47±1.228 4.49±1.333 32.246** .000

제휴 가치 3.89±1.279 4.39±1.495  6.783* .010

고객 충성도 3.19±1.019 4.42±1.351 60.311** .000

**p<.01, *p<.05.

〈표 7〉은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고객 선호도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5%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4.867, p<.01). 독립변

수별로는 공유 가치와 편리 가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 가치를 강조할 때 선호도는 .266의 상승

이, 편리 가치를 강조할 때 .23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 로그램에 한 공유 

가치나 편리한 이용 방법이나 보상들의 편리 가

치를 많이 느낄 때, 고객들은 외식 업체에 한 

선호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효과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7%

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22.157, p<.01). 독립변수별로는 공유 

가치와 편리 가치가 구  효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 가치를 

강조할 때 구  효과는 .344의 상승이, 편리 가치

를 강조할 때는 .26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상 로그램에 한 공유 가치나 편리한 

이용 방법이나 보상들의 편리 가치를 많이 느낄 

때, 고객들은 외식 업체에 한 구  효과도 높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객 충성도 재방문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23.2%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16.410, p<.01). 독립변수별로는 

공유 가치와 제휴 가치가 재방문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 가치를 강조할 때 재방문 .281의 상승이, 
제휴 가치를 강조할 때 .278의 상승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상 로그램에 한 공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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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표 화

t
유의

확률
F R2

B 표 오차 베타

Image
(선호도)

(상수)   .564 .364    1.550 .122

14.867** .215

경제 가치 －.113 .091 －.088 －1.244 .214

공유 가치   .296 .075   .266   3.958** .000

이용 가치   .083 .096   .068    .865 .388

편리 가치   .274 .088   .231 3.132** .002

제휴 가치   .072 .084   .062    .867 .387

Marketing
(구  효과)

(상수)   .958 .333    2.872 .004

22.157** .277

경제 가치 －.060 .083 －.048 － .718 .473

공유 가치   .368 .068   .344   5.378** .000

이용 가치   .102 .088   .087   1.160 .247

편리 가치   .297 .080   .260   3.702** .000

제휴 가치 －.014 .077 －.013 － .186 .853

Sales
(재방문)

(상수)   .994 .329    3.023 .003

16.410** .232

경제 가치   .035 .082   .030    .427 .670

공유 가치   .286 .068   .281   4.230** .000

이용 가치 －.006 .086 －.005 － .067 .947

편리 가치 －.003 .079 －.003 － .035 .972

제휴 가치   .296 .076   .278   3.920** .000

**p<.01, *p<.05.

치나 제휴 업체의 질이 우수함을 많이 느낄 때, 
고객들은 외식 업체에 한 재방문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카드 보유량의 조  효과

〈표 8〉은 카드 보유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

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 카드 보유량에 

한 범주변수들은 회귀분석에 합하게 dummy 
변수화하여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우선 고객 선

호도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델의 모형 합성

의 image를 설명하기 한 모델은 F값이 13.201
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210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고

객 선호도 체 분산의 약 21.0%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카드 보유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

드 보유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보유량이 많

은(multi) 경우, 은(not-multi) 경우보다 선호도

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 구  효과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델

의 모형 합성을 설명하기 한 모델은 F값이 

20.674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300으로 투입된 독립

변수들이 구  효과 체 분산의 약 30.0%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보유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드 보유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1),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

드 보유량이 많은(multi) 경우, 은(not-multi) 경
우보다 구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방문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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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카드 보유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표 화

t 유의확률 F R2

B 표 오차 베타

Image
(선호도)

(상수)   .644 .364    1.769 .078

13.201** .210

보유량(d2)   .366 .182   .114   2.010* .045

경제 가치 －.130 .090 －.101 －1.438 .152

공유 가치   .288 .074   .259   3.867** .000

이용 가치   .084 .095   .069    .887 .376

편리 가치   .242 .088   .204   2.736** .007

제휴 가치   .072 .083   .062    .871 .384

Marketing
(구  효과)

(상수)  1.070 .330    3.241 .001

20.674** .300

보유량(d2)   .515 .165   .167   3.115** .002

경제 가치 －.084 .082 －.068 －1.024 .307

공유 가치   .357 .068   .333   5.288** .000

이용 가치   .104 .086   .089   1.204 .230

편리 가치   .252 .080   .220   3.139** .002

제휴 가치 －.014 .075 －.013 － .189 .850

Sales
(재방문)

(상수)  1.145 .320    3.575 .000

17.693** .266

보유량(d2)   .694 .160   .237   4.329** .000

경제 가치   .002 .080   .002    .025 .980

공유 가치   .270 .066   .266   4.127** .000

이용 가치 －.003 .084 －.003 － .033 .973

편리 가치 －.063 .078 －.059 － .815 .416

제휴 가치   .296 .073   .278   4.046** .000

**p<.01, *p<.05.
가변수(d): 카드 보유량(d2)－multi(2개 이상).

델의 모형 합성을 설명하기 한 모델은 F값이 

17.693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266으로 투입된 독립변수

들이 재방문 체 분산의 약 26.6%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카드 보유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드 보유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1),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보

유량이 많은(multi) 경우, 은(not-multi) 보다 재

방문이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카드 사용량의 조  효과

〈표 9〉는 카드 사용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

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 카드 사용

량에 한 범주 변수들은 회귀분석에 합하게 

dummy 변수화하여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우선 

고객 충성도(image)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델

의 모형 합성의 선호도를 설명하기 한 모델

은 F값이 15.252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237로 투입

된 독립변수들이 선호도 체 분산의 약 2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드 보유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사용량이 많은(heavy) 경우가 은

(light) 경우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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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카드 사용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 화 표 화

t 유의확률 F R2

B 표 오차 베타

Image
(선호도)

(상수)   .732 .359    2.043 .042

15.252** .237

사용량(d3)   .782 .211   .209   3.700** .000

경제 가치 －.106 .089 －.082 －1.195 .233

공유 가치   .281 .073   .252   3.839** .000

이용 가치   .044 .094   .036    .470 .639

편리 가치   .199 .088   .168   2.262* .024

제휴 가치   .104 .082   .089   1.265 .207

Marketing
(구  효과)

(상수)  1.119 .328    3.415 .001

21.939** .313

사용량(d3)   .751 .193   .208   3.884** .000

경제 가치 －.053 .081 －.043 － .656 .513

공유 가치   .354 .067   .330   5.293** .000

이용 가치   .065 .086   .055    .752 .453

편리 가치   .225 .080   .197  2.797** .006

제휴 가치   .016 .075   .014    .213 .832

Sales
(재방문)

(상수)  1.187 .319    3.720 .000

18.535** .276

사용량(d3)   .894 .188   .261   4.756** .000

경제 가치   .043 .079   .036    .543 .588

공유 가치   .269 .065   .264   4.126** .000

이용 가치 －.050 .084 －.045 － .596 .552

편리 가치 －.089 .078 －.082 －1.135 .257

제휴 가치   .332 .073   .312   4.544** .000

**p<.01, *p<.05.
가변수(d): 카드 사용량(d3)－heavy(2개 이상).

한다.
한, 구  효과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델의 

모형 합성의 구  효과를 설명하기 한 모델

은 F값이 21.939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313으로 투입

된 독립변수들이 구  효과 체 분산의 약 

3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드 사용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01),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

치 하에서 카드 사용량이 많은(heavy) 경우, 은

(light) 경우보다 구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재방문에 해 살펴보면 종합 모

델의 모형 합성의 sales를 설명하기 한 모델

은 F값이 18.535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하 고, 결정계수의 값은 .276으로 투

입된 독립변수들이 재방문 체 분산의 약 27.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량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면 카드 사용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사용량이 많은(heavy) 경우, 은(light) 
경우보다 재방문이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Ⅴ. 요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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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식 기업이 고객의 애호도를 형성

하기 해 략 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고

객 보상 로그램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고객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  차원의 변수들, 즉 멤버십 카드의 이용 행

태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

이 있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한 결과, 선호도와 구  효과의 경우 보상 

로그램에 한 공유 가치나 편리한 이용 방법

이나 보상들의 편리 가치를 많이 느낄 때, 고객들

은 외식 업체에 한 선호도나 구  효과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의 경우 보상 

로그램에 한 공유 가치나 제휴 가치를 많이 느

낄 때, 고객들은 외식 업체에 한 재방문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카드 보유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각 충성도 

요인에 해 카드 보유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5),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보유량이 많은(multi) 경우가 은(not-mul-
ti) 경우보다 고객 충성도(선호도, 구  효과, 재
방문)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카드 사용량에 따라 고객 가치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각 충성도 

요인에 해 카드 사용량 요인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5), 이는 같은 수 의 고객 가치 하에서 

카드 사용량이 많은(heavy) 경우가 은(light) 보
다 고객 충성도(선호도, 구  효과, 재방문)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체 인 결과를 볼 때,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한 고객의 가치 지각은 충성도에 매우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객 보상 로그램에 한 다양한 혜택 부여와 

공유 가치를 해 지속 인 제휴 업체의 발굴과 

서비스 수 을 높이기 한 품질 리가 요함

을 암시한다. 한, 고객에 한 배려와 고객 가

치 지향을 한 로그램에 한 실질 인 제공

이 요구되며, 고객 차원에서의 편리한 이용과 가

치증 는 곧 고객 충성도로 이어지는 상 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  성과로서 고

객 보상 로그램이 이미지 향상과 매 수익 극

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보상 

로그램의 발굴과 양질의 고객 가치 지향 인 

이미지 리가 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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