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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1) identify the dimensions of perceived value in the restaurant industry and 2) assess 
the effects of these dimensions on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 With a total of 272 
samples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reviews the reliability and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and verifies a total of 4 hypotheses using the Amos program.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 the model 
were tested simultaneousl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proposed model provided an 
adequate fit to the data:χ2 140.087(df 80), CMIN/df 1.751, RMR .060, GFI .937, AGFI .906, NFI .962, CFI 
.983, RMSEA .053. As a result of confirmatorical analysis, the quality value, emotional value and economical 
value were quantified as perceived value in fastfood restaurants. These factors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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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치는 소비자의 인지과정과 행동과정의 기

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Carman JS 1978), 기
업들은 마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객들의 

개인 소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한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한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는 인간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의견, 
신념, 태도, 흥미보다 포 인 개념으로서 동일

한 행동을 평가할 때 근본 이고 범 한 개념

으로, 인간행동 결정의 최 의 개념으로 분류되

고 있다(Pizam A․Calantone R 1987). 그러므로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고객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Zeithaml VA 1988), 지
각된 가치에 한 분석을 통하여 고객 행동 이해

의 근거가 마련된다(Woodruff RB 1997). 단, 고객

들의 지각된 가치라는 것은 시 의 변화와는 무

하게 지불한 가격 비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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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원한다는 것은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Zeithaml VA 1988). 이러한 에서 트 드의 변

화가 매우 빠른 외식시장의 경우 고객들이 공통

으로 요시 여기는 지각된 가치에 근본 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고객들의 행동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로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이 표 이다. 이
는 과거 1990년  반까지 패스트푸드 시장은 

40~5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지만 국민들

의 건강에 한 인식 증 로 2000년  들어서면

서 매출 감과 포폐  등이 이슈화되었다(Kim 
DR, 2004).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이 지속 인 경

제  불황과 체감 물가의 증으로 인하여 경제

 가치를 보다 요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패스

트 푸드 들의 카페형 매장 확 , 배달 서비스 도

입 등의 신 인 변화를 통하여, 과거 정크푸드

(junk food)라는 부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패스

트푸드 문  상  4  랜드의 매출의 합이 

2011년에 1조 2천억 원을 넘으며(Foodbank, 
2012. January) 국내외식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스트푸드 시장의 규

모가 가격, 품질 는 서비스 등의 일률 인 이유

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무엇

보다도 패스트푸드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 을 

해서는 앞서 언 한 지각된 가치에 한 분석

을 통하여 고객 행동 이해의 근거를 마련하여

(Woodruff RB 1997), 최근 소비자들이 패스트푸

드 에 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환 산업시장에서의 지각된 가치

에 한 요성이 증 되고 있어 기업들의 실무

 심을 토 로 소비자와 경 자들을 상으로 

한 련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yu et al., 2008). 특히 외식분야의 연구에서는 

커피 문 (Choi HM․Lee HR 2011; Cho SH․
Lee JW 2011; Kim JG․Song KS 2010), 와인(Cho 
HJ․Ko JY 2011), 패 리 스토랑(Han JS․

Hyun KS 2009; Park KH et al. 2009; Lee SG․
Yoon YS 2007)등을 상으로 고객들의 지각된 

가치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

내 외식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패스트

푸드 문 의 경우 규모에 비하여 련 연구가 

미미하며 선택속성(Jegal YH et al. 2009 ), 서비스

품질(Lee WG․Kim GJ 2012 )등에 한 연구가 

외식소비자의 입장에서 만족을 일으키는 지각된 

가치 차원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스트푸드 시장

을 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요하게 생각되는 

지각된 가치 요소들을 악하고 련 시장을 확

해 나아가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스트푸드  이용 고객들이 지각된 가

치로 인식하는 구성 요인들을 악한다.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고객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Zeithaml VA 1988),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러한 지각된 가치에 한 분석을 통

하여 고객 행동에 한 이해를 돕는다는 에서 

주목받고 있다(Woodruff RB․Gardial SF 1996; 
Heskett JL et al. 1997). 따라서 실제로 패스트푸

드  고객들의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 로 

악하고 패스트푸드 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

는 지각된 가치를 악하고자 한다. 
둘째, 패스트푸드  이용 고객의 지각된 가치의 

구성차원들이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와의 

계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고, 패스트푸드 시장에

서 보다 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규명한다. 이는 패스트푸드는 값이 렴해

서 구매하게 된다는 이 아닌 다양한 랜드와 

가격 , 메뉴가 형성되어 있는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가치 차원이 소비자에게 

요하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패스트푸드 의 지각된 가치의 하 요인

들이 소비자들의 외식 여도 수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아 변하는 소비자 사



한국조리학회지 제 19권 제 3호(2013)20

회  심리 의 상황에 한 특징을 보다 세 하

게 악하고, 이를 토 로 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소비자들의 패스트푸드

에 한 지각된 가치 차원을 규명하고, 지각된 

가치의 차원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외식 여도 수 에 따른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에 따른 세분화된 특

성을 악하여 외식산업 분야의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지각된 가치

가치란 소비자의 시간, , 노력  감정  

투입 비 보상의 정도로 소비자 행동의 상이한 

역들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고객들은 제품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고객들의 주 인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Zeithaml VA 1988).
따라서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품질  

제품의 내재 ․외재  속성에 한 고객의 지각

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Monroe KB 1990), 고객

이 받은 것과 지불한 것에 한 지각을 바탕으로 

제품의 효용, 품질, 편익 등에 한 반 인 평가

를 의미하며,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받게 되는 이

익과 이를 이용하기 해 투자한 비용 간의 차이 

수 을 고객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서비

스 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인 것이다

(Bolton R․Drew J 1991; Cronin JJ․Taylor SA 
1992; Zeithaml VA 1988). 그러므로 고객 가치의 

극 화는 기업들의 경쟁 우 를 달성하기 한 

요 수단으로 여겨진다(Ko JY․Cho HJ 2011).
이러한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최근 다차원  

구조 살펴보고 있으며,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a J․
Jang S 2010; Chen P․Hu H 2010; Sweeney JC․
Soutar GN 2001; Zeithaml VA 1998).

이러한 고객들의 지각되는 가치의 구성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표 으로 

Zeithaml VA(1988)의 연구는 낮은 가격, 내가 원

하는 수 의 제품, 지불한 가격만큼의 품질, 시간

과 노력 등을 포함한 포기한 것 비 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하 으며, Holbrook(1999)는 투자

비 결과, 품질, 편리성, 심미성 등을 제시하 다. 
Babin BJ et al.(1994)은 쇼핑가치에 하여 실용

 요소와 쾌락  요소를 모두 포함한 쇼핑가치 

측정도구를 제시하 으며, Sheth JN et al.(1991)
의 연구에서는 다차원 인 소비가치(consumption 
value)의 기능으로서 사회 , 정서 , 기능 , 지
능 , 상황  가치에 따라 지각된 효용성에 따라

서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 다. 
그 외에도 가치의 차원으로는 소유가치, 거래

가치, 사용가치, 보상가치로 구분(Parasuraman 
A․Grewall A 2000)하거나 품질 , 정서 , 경제

, 사회  측면의 가치로 구분(Sweeney & 
Soutar, 2001), 는 쾌락  가치와 실용  가치

(Ha J․Jang S 2010), 상징  가치와 기능  가치

(Chen P․Hu H 2010)등으로 지각된 가치를 다차

원 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볼 수 있다. 
환 산업 분야에서 지각된 가치의 연구들로는 

호텔을 상으로 지불한 비용 비 받게 되는 서

비스 수 으로서  가치에 심을 둔 연구

와 (Lee BB․Seo WS 2011; Son HJ․Joo HS 
2008) 살펴보거나, 와인과 같이  가치와 정

서  는 사회  측면의 비 인 가치를 함

께 살펴보는 가치에 한 연구(Lee SGㆍLee JW 
2011; Cho HJㆍKo JY 2011)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

로 패스트푸드 의 지각된 가치는 단일 차원이 

아닌 시장 상황에 합한 다차원  구성으로 살

펴본다. 구성된 차원은 첫째, 가격 는 비용의 

약을 통해 얻게 되는 제품의 효용성인 경제  가

치 둘째, 제품의 지각된 품질과 기 되는 수행정

도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성인 품질  가치 셋째, 
제품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감정  는 정서 으

로부터 이끌어지는 효용성인 정서  가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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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weeney JC․Soutar GN 2001). 즉 경제 , 
품질 , 정서  가치인 3차원으로 구성된 지각된 

가치를 통해 패스트푸드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과의 정  계를 살

펴본 선행연구(Sweeney JC et al. 1999; Oliver RL 
1999; Grewal D et al. 1998; Fornell C et al. 1996)
들을 토 로 고객이 인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과 직 인 향

계가 있음이 밝 져 왔다. 한 과거에는 지각된 

가치를  가치와 같이 단일 항목으로 측정

하 으나, 최근에는 가치를 다차원 인 항목으로 

다양하게 측정하는 추세이다(Lee CK et al. 2007; 
Seo H et al. 2008). 

Zeithaml 과 Bitner(1996)는 서비스의 품질, 제
품의 품질, 가격, 상황 이고 개인 인 요소인 지

각된 가치의 구성항목들이 고객만족에 향을 

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Han JS․Hyun KS(2009)
의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의 품질, 가격, 명
성 등이 가치를 구성하며 이는 고객만족  행동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Seo H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카지노 방문객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를 획득가치, 
 가치, 감정  가치, 사회  가치, 그리고 거래 

가치로 분류하여 그   가치, 감정  가치, 
사회  가치가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yun JW․Seo HS(2010)
는 지역 특 1  호텔의 반 인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 다. 그러므로 서비스 과정에서 인  서비스 

품질, 물리  상품, 편리성, 가격 등을 포함한 지

각된 가치는 고객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소비자 행동에 정 이고 직 인 향을 미치

게 된다(Baker J et al. 2002).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를 포함한 행동의도

와 련하여 매우 요한 개념으로(Brady MK․
Robertson CJ 1999; Cronin JJ et al. 1997). Kwun 

JW․Oh H(2004)는 스토랑 산업에서 지각된 가

치는 고객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고객충성도에는 재방문의도를 포함한 변

수를 사용하고 있다. Chen P․Hu H(2010)는 커피

문  이용고객들을 상으로 지각된 가치를 

치, 합리  가격, 편리성 등의 항목을 포함한 기능

 가치와 상징  가치로 구성하여 재방문의도를 

포함하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식 여도

여도는 어떤 특정한 상에 한 심이나 

고려정도이다(Alba JW․Wesley H 1987). 여도

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에 한 개인의 

요성이나 심도(Zaichkoshy J 1985) 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동기나 심 상태

(Rothschild ML 1984)이다. 여도는 여 정도에 

따라 고 여도와 여도로 분류하여, 고 여도

란 제품 는 서비스에 의한 심 정도  애착의 

수 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여도는 앞에서 

언 했던 것들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고

여도의 소비자는 여 소비자보다 구매결정과

정이 복잡하고, 정보를 보다 극 으로 찾는다

고 볼 수 있다(Robertson TS 1976). 
즉 여도는 제품 수 에 한 심 는 심

의 일반  수 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품에 한 

높은 여도는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정확한 선택

을 찾기 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Celsi 
R․Olson J 1988; Greenwald AA․Leavitt C 
1984). 따라서 제품에 한 소비자의 여도에 수

에 의해 의사결정과정, 정보처리 과정, 태도 형

성과정은 다르게 나타나며 여도는 만족과 충성

도의 계와 련된다(Suh JC․Yi Y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도를 외식산업에 용시켜 소비자의 상품 평가 

 선택과정에서 여도 수 에 따른 차이를 살

펴 보고자 한다. 이와 련된 환 산업 분야에서

의 선행연구로 Lee TMㆍKim DW(2011)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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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mmary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구성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에 

한 연구에서 여도의 조 효과를 살폈다. Cho 
HJㆍKo JY(2011)은 와인에 한 여도 수 에 

따른 지각된 가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 외

식 랜드를 상으로 여도 수 을 살펴본 연구

로는 Park SS et al.(2008)은 패 리 스토랑, 패
스트푸드, 커피업체, 피자업체를 상으로 학

생의 여도에 따른 외식 랜드에 한 소비자 

인지도는 여도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며, 더 나

아가 구매의도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 으며, Kim KJ(2011)의 연구에서는 패 리 

스토랑을 상으로 외식 여도 수 이 서비스 품

질과 고객만족 간의 사이에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 여 일 때 음식품질과 만족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품에 한 여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제품에 한 정보를 좀 더 집 으로 찾을 가능

성이 높으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여도에 따

라 소비자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Hollebeek LD et al. 2007; Charters S․
Pettigrw S 2006;Lockshin L et al. 2006)는 을 

토 로 본 연구에서도 여도 수 에 따른 지각

된 가치와 만족간의 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한다. 

Ⅲ. 연구 가설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패스트푸드  이용고객들을 상으

로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에 미

치는 향을 고찰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언 한 선행연구들의 계를 바탕으로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으로 지각된 가치를 살

펴본 연구(Sweeney JC․Soutar GN 2001; Lee CK 
et al. 2007)들를 토 로 경제  가치, 품질  가

치, 정서  가치인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한다. 지
각된 가치와 고객만족간의 계에 한 연구로는 

호텔(Byun JW․Seo HS 2010), 패 리 스토랑

(Han JS․Hyun KS 2009)등을 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침을 보여주

었다. 한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와의 계

를 살펴본 연구로(Brady MKㆍRobertson CJ 1999; 
Cronin JJ et al. 1997) 스토랑(Kwun JWㆍOh H 
2004), 커피 문 (Chen PㆍHu H 2010)등을 

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정  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호텔(Son HJㆍJoo HS 
2008), 스토랑(Lee JH 2007)을 상으로 지각

된 가치가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정 인 

향 계를 미침을 보여주었다. 한 패스트푸드

을 상으로 한 Lee HY et al.(2012)의 연구에

서는 Sweeney JC․Soutar GN(2001)의 연구를 토

로 지각된 가치를 기능 , 사회 , 감정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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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기능  가치와 감정  가치가 고객

만족의 결과변수인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Han JS․Hyun 
KS(2009)의 연구에서 패 리 스토랑의 품질, 가
격, 명성 등이 가치를 구성하며 이는 고객만족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가치가 패스트푸드  이용고객의 만

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지각된 가치는 패스트푸드  이용고객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경제  가치는 패스트푸드  이용 고객

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품질  가치는 패스트푸드  이용 고객

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정서  가치는 패스트푸드  이용 고객

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패스트푸드  이용고객의 만족도는 재방

문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외식 여도 수 에 따라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

족 간에의 차이와 련하여 살펴본 연구로는 Rust 
et al.(2000)이 여수 이 높은 의사결정의 경우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편의성 등에 의해 결정되

는 지각된 가치를 요하게 인식한다고 하 으며, 
Cho HJ․Ko JY(2011)은 와인에 한 여도 수

에 따른 지각된 가치를 살펴보았다. 한 Lee 
WG․Kim KJ(2012)은 패스트푸드 을 포함한 외

식업체를 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사이

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 여도로 정의된 소비자

들의 외식에 한 요하게 여기는 수 을 고객

가치로 명명하여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외식 여도 수 ( , 고)에 따라 지각된 가치

의 하  요인인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3: 외식 여도 수 (고, )에 따라 경제  가

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 측정변수  설문지 구성

패스트 푸드  이용고객들의 지각된 가치, 고
객만족, 재방문의도의 측정변수는 기존의 선행연

구를 토 로 본 연구와 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구성하 으며, 응답자들에게 본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 문 을 선택하게 하여 이

를 토 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 다. 
지각된 가치는 ‘가격 비 가치’, ‘가격의 합리

성’, ‘객단가 범 의 성’ 등의 경제  가치, 
‘ 반  품질’, ‘음식의 맛’, ‘인 서비스의 질’ 등
의 품질  가치, ‘방문은 나의 즐거움’, ‘안정감’, 
‘기분을 좋게 함’ 등의 정서  가치로 총 3개 요인

(NamKung YㆍJang SC 2008; Sweeney JC․
Soutar GN 2001)으로 각각 3문항씩으로 구성하

으며, 고객만족(Anderson E et al. 1994)은 ‘내 결

정에 만족함’, ‘경험에 만족함’, ‘기 에 부응함’, 
‘ 반 으로 만족함’ 등의 4문항과 재방문의도

(Bolton RN 1998)는 ‘앞으로도 다시 방문할 것’, 
‘더 비싸도 방문의향 있음’ 등의 2문항, 외식 여

도(Kim KJ 2011)는 ‘외식은 나의 일상생활과 

련 있음’, ‘외식하는 것이 즐거움’, ‘외식에 흥미

가 있음’, ‘외식은 나에게 요함’, ‘외식하는 것

을 좋아함’ 등의 5문항으로 각각 ‘1 :  그

지 않다ㆍㆍㆍㆍㆍ7 : 매우 그 다’의 7  척도로 
구성하 다. 일반  사항  외식이용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외식빈도, 외식비용 등을 질문

하 다.

2.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패스

트푸드 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식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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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N=272)

Characteristics N %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93 34.2 Education

level

College 22 8.1
Female 179 65.8 University 197 71.4

Age
20~29 110 40.4 Graduate Univ. 53 19.5

Average 
cost of 

eating-out 

~1 76 27.930~39 96 35.3
40~ 66 24.3 1~2 88 32.4

Average 
number of 

visiting 
restaurants 

3~/1week 104 38.2 2~3 48 17.6
3~4 15 5.51~2/1week 94 34.6
4~5 18 6.61-2/1month 53 19.5
5~ 27 9.9

1-2/2month 21 7.7
Total 272 100

모집단으로 정의하여, 국내의 매출 상  5  이내 

패스트푸드 랜드인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

아, KFC, 이스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2월1일부터 12월15

일까지 2주간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도권 지

역의 학교 3곳, 외식업체 10곳을 직  방문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스트푸드 을 이용한 소비

자들을 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290부(93%)를 회수하 고, 이  응답이 부

정확하고 성실도가 낮은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72부(90%)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를 통하여 수집된 272부의 설문지는 분석을 해 

SPSS(18.0)와 Amos(V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외식고객의 지각

된 가치의 구성 차원인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와의 인과

계를 고찰하기 해 우선 으로 련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 다. 세부 으로 내

일 성을 고찰하기 해 신뢰도분석을 통한 크론

바하 알 값을 도출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 
합성신뢰도, 표 분산추출값으로 타당성을 검토

하 으며, 연구가설을 토 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검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고찰

1. 표본의 일반 인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실시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272명의 응답자 에서 남성은 34.2%(93
명), 여성은 65.8%(179명)이었고, 연령 는 20
가 40.4% (110명), 30 가 35.3%(96명), 40 가 

24.3%(66명)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학교 졸

업이 71.4%(19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 으며, 
외식빈도는 주3회 이상이 38.2%(104명), 주1~2회 

34.6%(94명), 1개월에 1~2회가 19.5%(53명)으로 

조사되었고, 1인 1회기 의 외식비용은 1~2만원 

미만이 32.4%(88명), 2~3만원 미만이 17.6%(48
명)으로 분석되었다.

2. 측정 항목의 타당도  신뢰도 검정

측정 항목에 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지지

하고 요인구조가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하여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타당성 검증을 

한 합성신뢰도는 .90이상이었고, 표 분산추출

값도 .60이상이었으며, 표 화된 요인부하량도 

모두 .70이상으로 .001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Fornell CㆍLarcker DF 1981; Anderson JCㆍ
Gerbing DW 1988). 그리고 크론바하 알 값은 최

값이 0.779로 0.7이상의 기 (Nunnally JC 
1978)을 충족하여 문항간 내 일 성이 있는 것



패스트 푸드  이용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2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value

CCR
(AVE)

Cronbachs’ α

Economical
value

PV1 1.000 .905 - fixed .986
(.788)

.915PV2 1.049 .933 .045 23.235***

PV3 0.912 .823 .049 18.527***

Quality
value

PV4 1.000 .891 - fixed .984
(.744)

.896PV5 .905 .839 .052 17.417***

PV6 .991 .857 .055 17.926***

Emotional
value

PV7 1.000 .899 - fixed .985
(.758)

.903PV8 .934 .859 .049 19.218***

PV9 .914 .854 .048 19.034***

Customer
satisfaction

CS1 1.000 .919 - fixed
.992

(.851)
.958

CS2 .973 .921 .037 26.405***

CS3 .965 .933 .035 27.460***

CS4 .926 .919 .035 26.208***

Revisit
intention

RV1 1.000 .813 - fixed .970
(.641)

.779
RV2 .879 .789 .077 11.393***

χ2 140.087(df 80), CMIN/df 1.751, RMR .060, GFI .937, AGFI .906, NFI .962, CFI .983, RMSEA .053
***p<.001;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Items 1 2 3 4 5
1. Economical value 1
2. Quality value .377** 1
3. Emotional value .549** .450** 1
4. Customer satisfaction .599** .463** .699** 1
5. Revisit intention .468** .374** .559** .610** 1

**p<0.01

으로 조사되었다. 한 별타당성 검증을 해 

상이 되는 잠재요인 각각의 AVE와 잠재요인 

간의 상 계 제곱을 비교하여 AVE가 모두 상

계 제곱보다 큰지 확인하 는데, 모든 잠재

요인 간 상 계 제곱의 크기는 .0.065-0.617로 

AVE의 범 인 .641-.851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잠재요인은 모두 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 다(Fornell CㆍLarcker DF 198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총 6개의 요인이 개별 이

며 단일 차원성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확인  요인분석에 한 합도 한 χ2 
140.087(df 80), CMIN/df 1.751, RMR .060, GFI 
.937, AGFI .906, NFI .962, CFI .983, RMSEA 
.053등으로 등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기 한 

조건이 충분함을 확인하 다.

2. 가설 검증

가설검증을 한 분석방법으로 상 분석과 구

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으며, 1차 인 방법으

로 각 구성개념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지각된 가치의 요인인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와 고객만족, 재방

문 의도는 모두 유의한(p<0.01) 양(+)의 상 계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의 가설과 방향

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 분

석을 통해 요인간의 상 성만을 알 수 있어 추가

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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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Result

H1-1
Economical value

→ Customer satisfaction
.272 4.966*** Supported

H1-2
Quality value

→ Customer satisfaction
.133 2.591* Supported

H1-3
Emotional value

→ Customer satisfaction
.531 8.566*** Supported

H2
Customer satisfaction
→ Revisit intention

.717 11.273*** Supported

χ2 154.977(df 83), CMIN/df 1.861, RMR .085, GFI .931, AGFI .900, 
NFI .957, CFI .980, RMSEA .057

* p<0.05, ***p<0.001

<Table 5> T-test of involvement level

Low involvement High involvement t-value
Emotional value 3.95±1.06 4.49±1.30 -3.741***

Quality value 4.03±1.02 4.42±1.17 -2.909**
Economical value 3.78±1.19 4.37±1.40 -3.668***

**p<0.01, ***p<0.001

인과 계를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χ2 154.977(df 83), 

CMIN/df 1.861, RMR .085, GFI .931, AGFI .900, 
NFI .957, CFI .980, RMSEA .057등으로 나타나 

Hair et al.(2006)이 제시한 합도 단 기 을 

체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검증된 경로계수는 <Table 4>와 

같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지각된 가치 요인  경

제  가치(β=.272, t-value=4.966), 품질  가치(β
=.133, t-value=2.591), 정서  가치(β=.531, t-val-
ue=8.56)는 모두 고객만족에 정(+)의 유의한 향

을 주어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n JS․Hun KS(2009)의 연구

에서 패 리 스토랑의 품질, 가격, 명성 등이 가

치를 구성하며 이는 고객만족  행동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와 Cho 
SH․Lee SW(2011)의 연구에서 커피 문 의 지

각된 가치를 가격과 품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

여 고객만족에 정  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한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β=.717, t-val-

ue=11.273)에 정(+)의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Kwun JW
ㆍOh H(2004), Chen PㆍHu H(2010) 등의 연구에

서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고객의 행동  충성도

인 재방문의도에 연결된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 다.
소비자들의 외식 여도 수 에 따른 패스트푸

드 에 한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

치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

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경제  가치에서 외식 여도 고집단(4.49±1.30)

이 집단(3.95±1.06)보다 평균값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t=-3.741,p<0.001), 품질  가

치 역시 고집단(4.42±1.17)이 집단(4.03±1.02)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t=-2.909, 
p<0.01), 정서  가치도 외식 여도의 고집단

(4.37±1.40)과 집단(3.78±1.19)이 유의한 차이

로 나타났다(t=-3.668,p<0.001). 따라서 지각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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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하  3요인은 모두 외식 여도 수 의 집

단과 고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 3
은 채택되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을 이용하는 외식 

소비자를 상으로 지각된 가치를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 등의 3가지로 구분하

으며, 이러한 지각된 가치 요인이 고객만족  재

방문의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고자 

하 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는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의 3가지 차원으

로 구성되었으며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교  수용할 만한 합도를 보

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항목의 내  일

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소비

자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시 지각된 가치는 경제

, 품질 , 정서  가치로 구성하는 것이 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각된 가치 요인  지각된 가치 요인 

 경제  가치(β=.272, t-value=4.966), 품질  가

치(β=.133, t-value=2.591), 정서  가치(β=.531, 
t-value=8.566)는 모두 고객만족에 정(+)의 유의한 

향을 주어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한 고

객만족이 재방문의도(β=.717, t-value=11.273)에 

정(+)의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역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an JS․Hun 
KS(2009), Cho SH․Lee SW(2011), Kwun JWㆍ
Oh H(2004)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패스트

푸드  이용고객들의 고객만족  재방문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셋째, 외식 여도 수 에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

든 하  차원에서 고집단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경제  가

치(고집단 4.49±1.30, 집단 3.95±1.06, t=-3.741), 
품질  가치(고집단 4.42±1.17, 집단 4.03±1.02, 
t=-2.909), 정서  가치(고집단 4.37±1.40), 집단 

3.78±1.19, t=-3.668) 모두 외식 여도 수 이 높

은 고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 여도 수 에 따

른 고 집단간의 지각된 가치의 인식차이가 다름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  시사 은 기존의 외식산업 분야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요하게 인식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에 하여 지

속 으로 심을 가지며 지각된 가치에 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패스트푸드 과 련된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경제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

스트 푸드 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를 제시하 으며 측정항목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입증하 다. 한 경제  가치와 품

질  가치의 경우 기존의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

는 가장 기본 인 개념(Zeithaml VA 1988)으로서 

지불한 가격 비 좋은 품질을 요구하는 고객의 

심리가 반 된 개념을 구성하 으며, 본 선행연

구를 토 로 고객의 즐거움, 안정감, 기분 좋게함 

등으로 구성한 정서  가치를 정의하 다. 그리

고 이 게 구성된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와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와의 유기 인 

계를 밝힘으로 패스트푸드  련 분야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학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용  시사 의 경우 외식고객들의 지각된 가

치인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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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고객 만족도  재방문의도가 증가 한

다 에서 기존의 패스트푸드 이라는 외식업체

의 특성상 고객들이 시간과 돈을 약하기 하

여 방문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정서  가치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내었으며, 이
를 토 로 기업들은 정서  가치 부분을 고려한 

마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외식 여도 

수 에 따라 고객의 지각된 가치의 하  요인인 

경제  가치, 품질  가치, 정서  가치가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푸드

의 지각된 가치를 형성하는데 외식 여도가 높

은 소비자들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하여 경제 , 
품질 , 정서 인 부분을 모두 요하게 고려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들의 패스트

푸드 의 지각된 가치의 향상을 해서는 기존의 

렴하고 편리한 음식에 을 두고 마 을 

한 것과는 달리 경제 , 품질 은 물론 고객과의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한 마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외식소

비자들을 상으로 한정하 으며, 패스트푸드

을 상으로 하여 외식산업 반에 한 지각된 

가치의 구성요인으로 본 결과를 외식산업 반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국  범 와 다양한 외식산업 분야를 

상으로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지각

된 가치 척도의 경우 기존의 지각된 가치에 한 

외식 련 특성 항목으로 구성하 으나 외식산업

에서 발생하는 특징 인 부분을 반 한 향후 연

구들을 통하여 면 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외식 여도 수 에 따른 지각된 가치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에 미치는 차이 을 살

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의 외식 여도 수 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보

는 것을 제안코자 한다. 이 밖에 외식산업 분야에

서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들과 련 변수 

간의 향 계에 한 향후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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