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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effect of menu quality is very important i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staurant 
management, there are so many problems; many restaurants have not gotten out of their existing frames 
and ideas of customer services and management. Thus, this study chose some family restaurants, O, T, 
V, B, M in Seoul and Gwangju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customer satisfaction, trust and revisit 
intention identified by their menu quality, using statistical data of total 199 copies of questionnaire. 
First, menu quality turned out to influence customer satisfaction partially. Second, customer satisfaction 
turned out to influence revisit intention. Third, trust of a customer turned out to influence revisit 
intention. In this respect, the image from menu quality of family restaurants perceived by customers 
must have affected customer satisfaction, trust, and revisit intention positively.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can contribute to working out effective business strategies in family restaurant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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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즘과 같이 극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외식사

업을 운 하는 경 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

인 상품인 메뉴에 한 품질 리  품질 향상

의 노력이 실하며, 궁극 으로 외식마 의 경

쟁력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메뉴의 품질 리

에 해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Costa et 
al. 2001). 패 리 스토랑에 있어 고객 확보와 기

존 고객의 유지를 한 메뉴 품질 노력은 스토

랑의 생존 략에도 매우 요한 경 활동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나 선ㆍ안성식 2007). 
최근 패 리 스토랑은 서로 간에 경쟁뿐만 

아니라 신규 외식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스토

랑의 경쟁 우  략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재윤ㆍ정미란ㆍ유은이 2006). 이러한 치열한 경

쟁 환경의 외식시장에서 자사의 경쟁 우  확보

를 통하여 수익 창출을 확 하려는 최종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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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역량을 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의 외식기업의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생존을 

한 수단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이다.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메뉴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닌 

양의 섭취, 건강식에 한 욕구, 선택에 한 다

양성 등 많은 기호를 정확히 악하고, 여기에 맞

는 메뉴의 기획으로 경쟁 업소와 비시켜 차별

이고 경쟁력 있는 신 메뉴를 기획하여 지속 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건이다(이재  2006). 즉, 스

토랑은 메뉴(식ㆍ음료)를 심으로 리되어야 합

리 이고 과학 인 계획과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 메뉴 품질은 소비자 고객의 만

족에서부터 의의를 찾아야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메뉴 품질에 한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런 다양한 메뉴 품질의 고객 만족을 증 시

키게 되며 특정 스토랑에 하여 만족한 고객은 

만족하지 못한 고객보다 상 으로 해당 스토랑

에 한 애호도가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 재방문이 

원천이 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0).
올해 패 리 스토랑 업계는 그리 녹록치 만

은 않은 한해를 보낼 것으로 망하며 기존의 콘

셉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

이 업계의 반 인 의견과 함께 불황 극복 방법

으로 메뉴 품질  서비스 보강 60.0%로 2005년 

49.5%보다 높은 인식을 보 다(월간식당 2008). 
메뉴의 질  향상은 고객과 스토랑 경 에 있

어서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독창성이 결여된 메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최
수근 2004). 한편, 지 까지 메뉴 품질과 련한 

연구로는 식품에 한 인식과 소비 행동의 상

분석을 심으로 QFD를 통한 메뉴 품질 평가에 

한 연구(김철원 등 2004)에서 월빙 상을 비롯

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음식 소비 행동이 실제 

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반

하여 메뉴 품질을 개선하는 로세스를 제시하

다. 한, 호텔 뷔페 스토랑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 연구(최수근 등 2004; 이종필 등 2007)등이 

있으며, 그 외에 호텔 이태리 메뉴와 요리 품질이 

고객 가치  고객 만족에 한 연구(정진우․이

상정 2006)가 있다. 반면에 외식과 련해서 일식

스토랑 메뉴 품질에 한 주요도와 만족도에 

한 연구와 방한 일본 객의 한국 통음식 

메뉴 품질 만족도에 한 연구(이연정 등 2005)가 

있으나, 패 리 스토랑에 한 메뉴 품질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서울과 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패 리 스토랑인 O, T, V, B, 
M(2007 월간식당)을 선정하여 메뉴 품질이 고객 

만족과 신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여 패 리 스토랑 경 에 있어 보다 효

과 인 메뉴 품질 향상 방안과 포화해가는 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식업체로 발 시키는 

데에 연구의 목 을 둔다. 

Ⅱ. 이론  배경

1. 메뉴 품질

식품공업의 품질 리에 있어서 품질의 측정도

구인 규제  요소(양, 양  생)와 비규제  

요소( 능)를 식품의 품질 측정도구로써 비교하

여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능  요소의 품질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인 능검사법과 기계  측정

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해 문제 제기가 있었

음을 지 하면서 기계  측정법이 신뢰성과 타당

성이 더욱 높으며, 보다 합한 품질 측정방법에 

연구의 을 두었다(오세  1996). 일반 으로 

국내․외 스토랑 메뉴 선택의 속성을 통하여 

본 메뉴의 품질은 음식, 메뉴 그리고 그에 따른 

교환에 의한 고객의 가치로 나뉘어 설명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메뉴 품질 만족도에 있어서, 음
식의 맛, 음식의 청결성, 음식의 신선도 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정 등 2005; 이연

정 등 2005a; 최수근 등 2004). 한, 정진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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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2006)의 연구에서는 메뉴 품질은 이용객의 

고객 만족에 매우 요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메뉴와 가격이 고객 가치에 매우 

한 향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호 등(1982)의 연구에서는 메뉴의 품질 개

념은 첫째는 양, 둘째는 양  생, 세번째는 

능  요소로 와 같은 세 가지의 품질을 동시

에 측정하 다. 한, 메뉴의 품질을 음식의 질, 
메뉴의 다양성, 메뉴의 구성, 메뉴의 설명으로 메

뉴의 품질을 정의하 다(이진형 2004; 고 덕 2002; 
이동근 2001; Lundberg 1994; Khan 1991). 이와 

같이 메뉴 품질이 높을수록 소비 경험에 근거한 

평가로서의 고객 만족은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김 지․조용범 2007). 국외 연구에서

는 메뉴 품질에 한 고객 만족에 한 평가는 

O'hara et al.(1997)의 연구에서 음식의 외 , 맛, 
온도, 양 등의 항목을 참조하여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간의 계를 실증분석하 다. 요한 것은 

메뉴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소가 맛이 좋

고, 수용성이 높으며, 먹고 싶도록 호소력이 있어야 

하며, 고객의 인지도도 고려되어야 한다(Gilmore et 
al. 1998). 이와 같이 스토랑 메뉴 품질의 요

성이 강조되므로 스토랑 경쟁력 우 를 하여 

선행 연구를 근거로 스토랑 메뉴 품질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고객 만족과 고객 신뢰, 재방문 의도

고객 만족을 만족에 한 고객의 단으로 정

의하는 이 Oliver(1997)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

다. 그는 고객 만족이란 “제품, 서비스에 한 성

과의 처리과정, 불일치 형성과정, 는 단순한 감

정 상태인 행복감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Oliver(1986)는 고객의 만족 정도가 재

구매 의도나 환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시사하 다. 반면에 Biter & Hubbert(1994)는 

고객 만족이란 구매자의 기 치에 하여 경험에 

한 만족감이 아닌 경험보다 좋게 될 것으로 추

측하는 평가의 과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인식 인 감정의 평가가 반 된 것이라고 하

다. Anderson et al.(1994)은 고객 만족은 기 와 

품질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오윤석(2003)의 연구에서는 고

객들이 바라는 요구사항 이상을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할 때에 고객 만족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객들은 충성도와 함께 재

구매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은 제품의 경

우와는 달리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더욱 향을 

받는다고 하 다. 같은 연구로써 김 지․조용범

(2007)의 연구에서는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과의 

계를 분석함에 있어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많은 소비자 행동 모

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단 한번만의 구매 행동

을 다루고 반복 구매 행동은 소홀히 다루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거의 부분의 제품이나 서비

스를 소비자가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소비자 만족이 이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의 실증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진양호 2002). 
고객 신뢰도는 상호 계에서 매우 요한 요인

으로 신뢰에 하여 신뢰는 거래 상 방의 신뢰

성과 성실성에 하여 자신감을 가질 때 존재하

는 것이다(Morgan & Hunt 1994).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요

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신뢰를 서로의 행

와 기 에 따른 지각된 의무들의 수행에 한 일

조의 상호 인 기 들이나 상들을 의미한다고 

하 다(Sabel 1993). 한편, 신뢰와 재구매 의도와

의 향에 하여 Doney & Cannon(1997)은 공

자의 신뢰는 고객의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고 하 고, Sharma & Patterson(1999)은 

기업과의 높은 계를 형성하는 고객에 있어서 신

뢰는 서비스의 요소와 재구매 의도에 한 매개 

역할을 하고, 고객과 기업간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 다.
재방문 의도는 고객이 미래에도 제공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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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각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행  의도(beha-
vioral intentions)를 말한다(Brady et al. 2001).

이는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

으면 높을수록 재구매와 정  구 효과를 창출 

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객 가치는 어떠한 편익과 

그를 얻기 한 희생으로써 이는 가격, 시간, 거리 

등이 품질의 교환 계로써 정의되었다(Woodruff 
1997; Zeithaml 1988). 국내 연구에서는 스토랑

을 방문한 고객은 고품질의 메뉴를 원하며 따라

서 메뉴 품질이 고객의 가치에 많은 향을 미치

고 있다(박정훈 2002). 이러한 재방문 의도에 

한 연구는 고객 만족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연구들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의 

부분은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향을 주

는 요소로서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 으며, 특정 

서비스분야를 상으로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재방문 의도간의 계를 제로 한 다른 변수간

의 계를 연구하고 있다(이상석․이승주 2005). 
한, 재방문 의도는 고객의 성취 반응으로서 정

해진 수  이상으로 고객의 기 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하여 지각된 메뉴 품질

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증가하게 되어 스토랑의 

이용 고객의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동균 2002; 정진우 200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로 이

어지는데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을 시

사하고 있다. 반면에 메뉴 품질, 고객 만족, 재방

문 의도의 계에 한 활발한 연구는 부분 호

텔 뷔페 스토랑 심으로 고객 만족의 정의, 요
인, 그리고 재방문 의도, 경  성과 등에 국한되어 

있어 패 리 스토랑에서 메뉴 품질이 고객 만

족과 고객 신뢰를 매개변수로 한 재방문 의도에 

향을 미치는 종합 인 시도는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에서 이종필 등(2007)은 그들의 

연구에서 고객 만족과 재방문과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 등이 존재함을 시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의 품질을 메뉴의 다양성 

 생, 메뉴의 맛, 메뉴의 가격으로 메뉴의 품질

을 구성하 으며, 이에 각각의 요인의 고객 만족

과 고객 신뢰라는 매개변수로 한 재방문 의도에 

서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제시된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 고객 신뢰 

 재방문 의도에 한 실증 분석 결과를 패 리 

스토랑에 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

설을 설정하 다. 연구 가설은 패 리 스토랑

의 메뉴 품질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고객 만족과 

고객 신뢰의 매개변수, 재방문 의도로 이 진 종

속변수로 구분되었다.

1)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

스토랑을 방문한 고객은 고품질의 메뉴를 원

하며, 따라서 메뉴 품질이 고객의 가치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박정훈 2002). 한, 고객 만족

은 고객의 성취 반응으로서 정해진 수  이상으

로 고객의 기 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하여 지각된 메뉴 품질이 높을수록 만족

도는 증가하게 된다(박동균 2002; 정진우 2001).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와 고객의 정확한 메

뉴 이해를 하여 메뉴 교체와 메뉴 설명은 필수

인 항목이며, 이는 고객이  매체와 월별, 
계 별 메뉴의 교체와 불만족의 요구에 한 즉

각 인 응 등에 따른 메뉴 교체를 메뉴 품질 요

인의 하나로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고객의 다양화를 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용한다

(이종필 등 2007).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메뉴 품질은 고객 만족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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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1. 메뉴 품질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a. 다양성  생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b. 가격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c. 맛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2) 메뉴 품질과 고객 신뢰

고객 신뢰도는 상호 계에서 매우 요한 요인

으로 신뢰에 하여 신뢰는 거래 상 방의 신뢰

성과 성실성에 하여 자신감을 가질 떄 존재하

는 것이다(Morgan & Hunt 1994). 신뢰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요

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신뢰를 서로의 행

와 기 에 따른 지각된 의무들의 수행에 한 일

조의 상호 인 기 들이나 상들을 의미한다고 

하 다(Sabel 1993).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뉴 품질은 고객 신뢰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2. 메뉴 품질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a. 다양성  생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b. 가격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c. 맛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3)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와의 계는 고객 만

족이 재방문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Oliver 1986; Geva & Goldman 1990; 
Reynolds & Beatty 1999)와 계  고객이 만족

도가 높기 때문에 반복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기

업은 더 많은 수익성을 기 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Pasuraman et al. 1991)가 있다. 채병숙 등(2007)
의 연구에서는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의 계

에서 편리성과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등이 만족이 

고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3.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 고객 신뢰와 재방문 의도

신뢰와 재구매 의도와의 향에 하여 Doney 
& Cannon(1997)은 공 자의 신뢰는 고객의 재구

매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고, Sharma 
& Patterson(1999)은 기업과의 높은 계를 형성

하는 고객에 있어서 신뢰는 서비스의 요소와 재

구매 의도에 한 매개 역할을 하고, 고객과 기업

간의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4.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상  기간 

본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의 메뉴 품질이 

고객의 만족, 신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외식기업  월간식당에서 발표하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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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op 랜드 상  5개 패 리 스토랑인 O, T, 
V, B, M의 이용 고객과 이용 경험이 있은 서울․

주 지역 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연구의 표본 추출방법은 편의추출 방법으

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15일
까지 총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총 20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99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 이  통계분석이 가능한 199부 99.5%
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 포

함된 각 요인의 하 변수에 한 단일 차원성 여

부를 단하기 해서 사각회  방법에 의한 탐

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 다. 이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

<Table 1> Component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99 49.7

Using
frequency

Below 1 117 58.8

Female 100 50.3 2～3 a month 69 34.7

Marriage
Married 88 44.2 3～4 a month 10 5.0

Unmarried 111 55.8 Over 5 3 1.5

Age

Twenties 84 42.2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6 13.1

Thirties 71 35.7 College students 69 34.7

Forties 33 16.6 University students 89 44.7

Fifty or more 11 5.5 Graduated school or more 15 7.5

Companion

Alone 3 1.5

Preference 
restaurant

Below 1,000,000 won 58 29.1

Lover 51 25.6 1,100,00～2,000,000 28 14.1

Friend 70 35.2 2,100,000～3,000,000 60 30.2

Family 63 31.7 3,100,000～4,000,000 45 22.6

Co-worker 8 4.0 4,100,000～5,000,000 6 3.0

Etc 4 2.0 Over 5,100,000 won 2 1.0

Job

Students 64 32.2

Preference
restaurant

Outback 57 28.6

Worker 97 48.7 TGI 13 6.1

House wife 10 5.0 Vips 42 21.1

Self-employe 5 2.5 Bennigan's 41 20.6

Professional job 22 11.1 March'e 46 23.1

Etc 1 0.5 Total 199 100.0

해서 내  일 성 여부를 실시하 다. 변수들 간

의 향 계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을 하여 상

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메뉴 품질은 김

지․조용범(2007), Andaleeb & Conway(2006), 
고객 만족은 Olive(1993), 고객 신뢰는 Morgan, 
R. & S. Hunt(1994), Crosby, L.A., Evans, K.R. & 
Cowles, D(1990), 재방문 의도는 Bitner(1998), Oliver 
(1996)에서 도출한 속성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

으며, 메뉴 품질 15문항(다양성  생, 가격, 
맛), 고객 만족 5문항(고객 만족), 고객 신뢰 3항
목(고객 신뢰), 재방문 의도 4항목(재방문 의도)
을 리커트 척도 5 으로 측정하 고, 일반  사

항(인구통계학 )은 9문항으로 명목척도를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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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본 연구 표본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

여 인구 통계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
업, 이용 빈도, 이용 동반자, 학력, 선호 스토랑, 
월 소득 등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구성은〈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비율은 남성이 49.7%, 여성이 50.3%, 

연령은 20 가 42.2%, 30 가 35.7%로 비교  

은 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서

는 미혼이 55.8%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직장인이 48.7%, 학생이 32.2%로 나타났다. 이용 빈

도는 월 1회 미만으로 58.8%, 월 2～3회가 34.7%, 
월 3～4회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동반자

는 친구가 35.2%, 가족이 35.2%, 연인이 25.6% 
나타났으며, 학력은 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34.7%, 고졸 이하가 13.1%, 
학원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스토랑은 아웃백이 28.6%, 마르쉐 23.1%, 베
니건스 20.6%, TGI 6.1% 선호하는 순으로 나타

났다. 월소득은 200만원 30.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00만원 이하가 29.1%, 300만원이 22.6%,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menu quality 

Factors Constructs
Factor

loadings
Cronbach's 

α

Menu 
quality

Variety and
hygiene

1
2
3
4
5
6

 They use a variety of sauces.
 Uniforms of employees are clean.
 Tableware(dish, fork, glass, etc) is clean.
 They use various ingredients.
 There is a wide choice of menu.
 Foods are visually beautiful.

0.817
0.786
0.776
0.758
0.740
0.598

0.860

Price

7
8
9
10
11

 Prices are not expensive generally.
 Prices are more reasonable than those of other restaurants.
 Foods are very nice compared with their prices.
 Prices of foods are suitable.
 They use good seasonal ingredients.

0.893
0.853
0.819
0.817
0.590

0.885

Taste

12
13
14
15

 They maintain the most preferable temperature.
 Tastes of foods are good.
 Tastes of foods are constant.
 Quality of foods are excellent.

0.797
0.781
0.768
0.744

0.868

100만원이 14.1%, 400만원이 3.0%, 500만원 이

상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2.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패 리 스토랑에 한 메뉴 품질에 한 탐

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은〈Table 2〉와 같다.
서비스 품질은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다양

성  생, 가격, 맛으로 요인을 명명하 으며, 
메뉴 품질에 한 체 인  분산 설명비율

은 68.790%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비교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여겨진다. 고객 만

족․고객 신뢰․재방문 의도에 한 탐색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은〈Table 3〉과 같다. 
고객 만족․고객 신뢰․재방문 의도의  설명

력은 64.905%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Cronbach's al-
pha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서 측정항목들의 신뢰

도는 비교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을 하여 각 요인 사이의 련

성 정도  방향성을 악하기 하여 Pe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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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revisit 
intention

Factors Constructs
Factor

loadings
Cronbach's

α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1
2
3
4
5

 Satisfaction with menu compared with other restaurants
 Satisfaction with prices
 Satisfaction with the explanation of menu
 Satisfaction with using the restaurant
 Satisfaction with total menu

0.852
0.789
0.776
0.647
0.590

0.808

Customer 
trust

Customer 
trust

1
2
3

 I trust the foods served at this restaurant.
 I trust this restaurant. 
 I trust the employees of this restaurant. 

0.872
0.804
0.726

0.802

Revisit
intention

Revisit
intention

1
2
3
4

 I will talk only good points of this place to others.
 I will revisit this place next time.
 I will recommend this place to others actively.
 I will consider this place first when choosing one next time.

0.852
0.754
0.753
0.624

0.802

<Table 4> Subfactor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1 2 3 4 5 6

Variety and hygiene 1

Price 0.307** 1

Taste 0.287** 0.221** 1

Customer satisfaction 0.398** 0.498** 0.207** 1

Customer trust 0.226** 0.285** 0.189* 0.419** 1

Revisit intention 0.179* 0.259** 0.202** 0.411** 0.465** 1

*p<0.05, **p<0.01.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 다.〈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계수의 값들이 모두 양의 상

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p<0.01과 p<0.05에서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연

성을 나타내고 있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을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 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메뉴 품질과 고객 

만족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모형에

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메뉴 품질에서 다양성 

 생, 가격, 맛이며, 종속변수로는 고객 만족이

다. 회귀분석 결과〈Table 5〉와 같이 종속변수에 

한 채 설명력(R-Square)은 0.450으로 나타났

다. 한, 회귀식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

는 F통계량은 53.102이고, 이에 한 유의도가 

0.000이다. 따라서 유의도 0.000<p=0.05이므로 이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메뉴 품질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고객들이 패 리 스토랑은 일반 으로 

검증된 생 조건과 맛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김상태 등(2008), 김 지․조용범(2007) 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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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results on the effect of menu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nalysis
Variables

B Beta T Sig T

constant 3.007E-17 0.000 1.000

Variety and hygiene 0.398 0.398 7.498 0.000***

Price 0.498 0.498 9.374 0.000***

Taste 0.207 0.207 3.902 0.000***

R2=0.450 df1=3 df2=195 F=53.102 Signi F=0.000

***p<0.001.

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를 검증하기 해 메뉴 품질과 고객 

신뢰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모형에

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다양성  생, 가격, 맛
이며, 종속변수로는 고객 신뢰이다. 회귀분석 결

과〈Table 6〉과 같이 종속변수에 한 채 설명

력(R-Square)은 0.168로 나타났다. 한 회귀식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는 F통계량은 13.111
이고, 이에 한 유의도가 0.000이다. 

따라서 유의도 0.000<p=0.05이므로 이 회귀식

<Table 6> Regression results on the effect of menu quality on customer trust

Analysis
Variables

B Beta T Sig T

Constant －6.31E-17 0.000 1.000

Variety and hygiene   0.226 0.226 3.456 0.001*

Price   0.285 0.285 4.366 0.000***

Taste   0.189 0.189 2.886 0.004*

R2=0.168 df1=3 df2=195 F=13.111 Signi F=0.000

**p<0.5, **p<0.01, ***p<0.001.

<Table 7> Regression results on the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revisit intention

Analysis
Variable

B Beta T Sig T

Constant 3.313-E-17 0.000 1.000

Customer satisfaction 0.411 0.411 6.319 0.000***

R2=0.169 df1=1 df2=197 F=39.934 Signi F=0.000

**p<0.5, **p<0.01, ***p<0.001.

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메뉴 품질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가설 2〉는 채택되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고객 만족과 재방

문 의도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모

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고객 만족이며, 종속

변수로는 재방문 의도이다. 회귀분석 결과〈Table 
7〉과 같이 종속변수에 한 채 설명력(R-Square)
은 0.169로 나타났다.

한, 회귀식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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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F통계량은 39.934이고, 이에 한 유의도가 

0.000이다. 따라서 유의도 0.000<p=0.05이므로 이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가설 3〉은 채택되었

다. 

4) <가설 4>의 검증

〈가설 4〉를 검증하기 해 고객 신뢰와 재방

문 의도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모

형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고객 신뢰이며, 종속

변수로는 재방문 의도이다. 
회귀분석 결과〈Table 8〉과 같이 종속변수에 

한 채 설명력(R-Square)은 216으로 나타났다. 
한 회귀식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하는 F통

계량은 54.369이고, 이에 한 유의도가 0.000
이다. 따라서 유의도 0.000<p=0.05이므로 이 회

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Table 8> Regression results on the effect of customer trust on revisit intention

Analysis
Variables

B Beta T Sig T

Constant 3.792-E-16 0.000 1.000

Customer trust 0.465 0.465 7.374 0.000***

R2=0.216 df1=1 df2=197 F=54.369 Signi F=0.000

**p<0.5, **p<0.01, ***p<0.001.

<Table 9> Acceptance or rejection of hypotheses

Hypothesis contents
Accept or 

not

Hypothesis H1. Menu quality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Hypothesis H1a. Variety and hygien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Hypothesis H1b. Pric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Hypothesis H1c. Tast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Accept
Accept
Accept

Hypothesis H1. Menu quality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trust.
Hypothesis H2a. Variety and hygien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trust.
Hypothesis H2b. Pric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trust.
Hypothesis H2c. Tast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ustomer trust.   

Accept
Accept
Accept

Hypothesis H3. Customer satisfaction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visit intention. Accept

Hypothesis H4. Customer trust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visit intention. Accept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가설 4〉는 채택되었

다.

5) 가설의 채택 여부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된 연

구가설의 분석을 하여 향 계를 검증한 결과

분석에 따른 가설 검증 채택 여부는〈Table 9〉와 

같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Top 랜드 상  5개 패 리 스토

랑인 O, T, V, B, M(2007 월간식당) 이용 고객을 

상으로 메뉴 품질이 고객 만족, 고객 신뢰, 재방

문 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여 패 리 

스토랑 경 에 있어 보다 효과 인 메뉴 품질 

향상 방안과 포화되어가는 외식시장에서 경쟁력

을 갖춘 외식업체로 발 시킬 수 있는 략을 모

색하기 해 수행되었다. 표본의 특성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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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한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외식 형태의 이용자 월 소득은 200만원으

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 외식 동반자는 가족이

나 친구가 부분에 해당하고 있고, 월 이용 빈도

로는 월 1회 미만이 58.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토랑은 아웃백이 28.6%로 나타났다. 

측정된 메뉴 품질, 고객 만족, 고객 신뢰 재방

문 의도에 한 차원을 악하기 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메뉴 품질에 있어 다양성  

생, 가격, 맛의 3가지 요인의 도출되었으며, 고객 

만족에 한 요인으로 고객 만족, 고객 신뢰에 

한 요인으로 고객 신뢰, 재방문 의도에 한 요인

으로는 재방문 의도로 각각에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에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메뉴 품질(다양성  생, 가격, 맛)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상희(2004)는 음식의 품질에서 건강재료, 
음식의 조리법, 양  가치 필요성을 주장하

으며, 조문수(1996)의 연구에서는 음식의 맛, 생 
상태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요인이 고객 만족에 강한 요인 재

량을 나타내고 있어 패 리 스토랑 이용 고객

들은 가격 요인에 하여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층에 비해 상 으로 경

제 으로 하지 못한 20 가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 고객에게 가격으로 가치

부여할 한 가격 마 이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메뉴의 다양성  생 요인의 

패 리 스토랑 이용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 리 스

토랑이 다양한 메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메뉴 

개발과 생 으로 음식을 만드는 매뉴얼 구성으

로 경 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객들이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둘째, 메뉴 품질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다양한 메뉴 구

성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상당한 심을 가지고 있

어 좋은 메뉴가 스토랑 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과의 신뢰 한 재방문으로 이어

지는 연구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 졌다. 
셋째,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태 등(2008), 김
석  등 (2008), 이종필 등(2007)의 연구에서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타 스토랑과 메뉴 비교에 만족하는 요

인이 높게 나타나 스토랑 운 자는 다양한 식

재료와 신선한 재료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한 

메뉴 개발을 통한 고객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스토랑 이용 시

설에 쾌 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 인 리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고객 만족 없이는 단

골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서비스 산업에서 인식

되는 공통 일 것이며, 타 스토랑과 비교하여 

경쟁 우 를 확보할 수 있어야 재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직원들을 신

뢰하듯 직원들은 훌륭한 인 서비스가 달될 수 

있도록 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

뢰가 곧 재방문 의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다른 사람에게 이곳 스토랑을 추천하고, 
스토랑 선택시 우선 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재방문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패 리 스

토랑 메뉴 품질을 메뉴의 다양성  생, 가격, 
맛으로 요인을 도출하여 회기분석을 통해 고객 

만족, 고객 신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해 내려고 시도한 이다.
메뉴 품질과 련된 선행 연구들 에서 이종

필(2007), 이연정 등(2005), 최수근(2004)의 결과

와 비교를 하면 메뉴 품질 요인의 고객 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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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고객 만족을 향상시켜 재방문 의도로 이

어짐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 은 20～30 가 주로 이용하고 있

는 패 리 스토랑에 있어서 재의 고객 인지

도나 시장 유율을 불문하고, 고객들이 지각하

는 패 리 스토랑 메뉴 품질 이미지가 고객 만

족, 신뢰, 재방문 의도에 정 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으므로, 향후 패 리 스토랑 기업들이 치

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해서는 차별화된 메

뉴 품질 향상이 요구된다는 에서 요한 의의

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 으로는 외식 업종 모두를 포

이며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하여서 패

리 스토랑을 상으로 구조화된 자료 수집의 

자기기입방법에 의존한 서울과 주 지역에 한정

된 표본을 바탕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국 인 

패 리 스토랑 이미지 평가로서 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패 리 스토랑 메뉴 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물리  환경, 업 략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 록

최근 패 리 스토랑은 서로 간에 경쟁뿐만 

아니라 신규 외식업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스토

랑의 경쟁 우  략 일환으로 메뉴 품질 향상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메뉴의 질  향상은 고객과 스토랑 경 에 

있어서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독창성이 결여된 메뉴를 사용하

기 때문에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과 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패 리 스토랑인 O, T, V, B, M을 선정하

여 총 199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여 메뉴 품질

이 고객 만족과 신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다. 
첫째, 메뉴 품질은 고객 만족에 유의한 향을 

부분 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뉴 품질은 고객 신뢰에 유의한 향을 

부분 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지각하는 패 리 스토랑 메뉴 품질 

이미지가 고객 만족, 신뢰, 재방문 의도에 정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패 리 스

토랑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

는 차별화된 메뉴 품질 향상이 요구된다는 에

서 요한 의의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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