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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dapt to the constant chang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dietary life is not only evolving variously and 
complicatedly, but eating-out styles are also changing fast. In this real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rketing mix strategies on perceived value and loyalty in Korean restaurant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total 300 customers of Korean restaurants in Seoul from June 11 to June 30, 
201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rvice experience, price and store image in Korean restau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Second, price, advertisement and store image in Korean restau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oyalty. Third, the perceived valu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oyalty. 
As stated above, service experience, price and store image, and price, advertisement and store image in 
Korean restaurants had an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the loyalty, respectively. Also, the perceived 
value had an effect on the loyalty. Consequently, these factors are very useful as marketing mix strategies 
in Korean restaurants.

Key words: Korean Restaurants, Marketing Mix Strategies, Perceived Value, Loyalty, 
Foodservice Industry, Service

Ⅰ. 서  론

인의 삶에 한 가치가 물질 충족에서 생

활 반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면서 개성과 감

성을 시하는 소비패턴으로 외식산업은 크게 성

장하고 있다. 성장에 따른 외식산업의 환경은 끊

임없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식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되며, 외식의 형

태도 빠르게 바 고 있다(Hong JS 2009). 이와 같

은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해 스토랑은 새로

운 블루오션의 발견, 차별화된 마  략실천, 
기존 고객의 충성화 략 등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Jin YH․Han IK 2012). 이는 갈수록 높아지

는 소비자의 기 심리와 경쟁기업의 증가로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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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기 한 마 략이 매우 요

시되기 때문이다. 즉, 생산에서 소비까지  과정

을 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산, 가격, 유통, 
고측면에서 시 환경 변화에 맞게 새로운 략이 

요구된다. 이같은 요구는 지 까지 생산자 

에 치우친 마  략을 소비자 으로 바꾸

어 고객만족을 한 마  략을 구사해야 함

을 의미한다(Lee JH 2010).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고객만족은 구매 

 이용 후의 평가에 이 맞춰짐에 따라 고객

만족의 한계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 외식산

업의 경우 이용 , 이용 시, 이용 후 과정에 한 

평가로 이 지는 고객가치에 한 심이 증하

면서 고객가치의 달을 통해 경쟁우 를 유지할 

수 있었다(Lee SG․Yoon YS 2007; Woodruff BR 
1997). 그러나 오늘날 외식기업은 기존의 고객만

족 경 차원을 넘어 차별화된 마  략을 통

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고객에게 효과 으

로 달함으로써 선택의 확률을 높이고 고객만족

과 더불어 기업의 성과를 한층 높여야 한다(Jeon 
HK 2013). 

최근 기업들은 제품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던 

거래 심에서 고객과의 지속 인 계유지와 충

성도 증진을 한 패러다임으로 환하고 있다

(Yang BH 2011). 이는 실제 기업들이 거래보다는 

고객 계 심의 계마 을 시장우  략으

로서 뿐만 아니라 장기 인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Peppers D et al. 1999). 
이와 련하여 Dorsch MJ et al.(1998)는 공 자

가 소비자와 성공 인 계구축을 하기 해서는 

고객 지향 인 마 이 시된다고 하 다. 그
리고 소비자와의 계를 시하는 마 은 소비

자에게 고품질  고품격의 제품과 서비스  

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속 으로 유 를 강화

하기 한 노력을 함으로써 성공 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하 다.
무형  특성을 지닌 한식 스토랑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한 물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식 스토랑의 상품에 

한 이해와 구매의사결정 시 주요 선택요인인 고

객가치를 효과 으로 제공하는데 합하다. 이처

럼 고객가치는 서비스 기업에 있어 매우 요한 

개념으로 고객행동을 결정짓는 핵심 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호 인과 계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eon HK 2013; Lee YJㆍRa 
SA 2002).

재까지 한식 스토랑에 한 마  략과 

가치추구  충성도와 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서비스품질․만족(Park SK․Lee KC 2011), 마
 략과 구성요소(Kim KH 2010; Lee HS et al. 

2010), 선택속성(Hyun SH et al. 2012; Park JH 
2010), 서비스품질․고객충성도(Byun MS 2004), 
선택속성․고객만족․고객충성도(Moon et al. 
2010) 등 다양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존 연구의 제한된 틀을 바탕으로 하는 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외식환경에서의 고객욕구를 리

드하는데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식 스토

랑의 마  믹스 략이 지각된 가치에 따라 충

성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밝  이들 상

호간의 인과 계를 검정하여 마  의 시사

을 제안하는데 있다.

Ⅱ. 이론  고찰

1. 마  믹스 략

마  믹스는 Borden N(1964)에 의해 최 로 

개념화된 이래 McCarthy PJ(1969)에 이르러 제품

(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진

(promotion)의 4P's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해 기업이 리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단순화되어 마 학자 뿐만 아니라 

마 리자에게 있어서 리 통용되고 있다. 
이 요소들은 마  계획에 있어 핵심 인 결정

변수이며, 일반 인 마  믹스는 주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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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어진 세분시장 내에 최 의 믹스가 존재

함을 가정한다(Kim YJ 2005 재인용). 특히, 외식

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서비스를 달하는 사람이 실시간 

진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원가를 추정하는데 어

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용 시 수정

이 필요하다. 
즉, 고객 에서 요시되는 는 보여 지는 

부분에 있어서 4P's  유통은 서비스가 기능의 

흐름이며, 이것을 재고하거나 수송할 수 없다는 

구조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마  믹스로 취

되기는 당하지 않다(Choi YS 2007). 한 서

비스 제공의 입지는 외식 서비스에 있어서는 서

비스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고객에

서 근이 용이하게 느끼게 하는 서비스  성질

의 것으로 서비스 경험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취 하는 것이 타당하다(Kerin R 1992). 한 외

식산업에 있어서 고객은 단지 음식 값만을 지불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인 스토랑 경험에 

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종사원의 서비스에 의한 

용모, 복장, 친 성 등과 같은 포외 , 내부 장

식,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달

차, 업무활동 흐름의 통제 등과 같은 과정 모두가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 경험에 속한다.
아울러 외식산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외부 으

로 보여 지고 느껴지는 요 서비스 믹스로서 서

비스 경험과 가격, 고 다음으로 포의 분 기

가 매우 요시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Blackston M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

 믹스 략은 Choi YS(2007)이 주장한 외식 

랜차이즈 기업에 사용한 서비스 경험과 가격, 
고, 포이미지를 한식 스토랑에 용하여 일

부 문항의 축소와 조정을 통해 사용변수의 합

성을 검정하 다.

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서비스의 획득과 이용에 있어서

의 비용 는 희생과 같은 ‘무엇을 주고’, 서비스

에 의해 제공된 이  등과 같은 ‘무엇을 받았는

지’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순수한 가치에 한 소

비자들의 반 인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Hellier 
PK et al. 2003). 이같이 정의되는 지각된 가치는 

주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고객의 행동의도에 

한 련 개념들 간의 인과 계나 련성을 규

명하는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Jayanti RK & Ghosh AK(1996)는 지각된 

가치를 행동 인 과 실용 인 에서 개념

화가 시도되기도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행동의 

통합으로 근되기도 하며, 실용 인 모델이 보

다 정교한 측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선행요

인으로 획득효용과 거래효용이 있음을 주장했다. 
한 Petrick JF(2002)는 지각된 가치를 모든 서비

스 범주에 용시킬 의도를 가지고, 다섯 가지의 

차원들인 행동가격과  가격, 감정  반응, 
품질, 그리고 평 의 가치구조를 제시 하 다. 이
러한 지각된 가치는 과거 연구동향에 의하면 서

비스에 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한 

의 불확실성과 지각 험이 높을수록 많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서 가치는  요소와 받은 요소들 사이의 

상쇄효과(trade-off)를 나타내는데 지각된 가치에 

한 기존의 문헌을 볼 때 가치에 해 소비자행

동의 주축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의 구축에서 발

됨을 알 수 있다. 즉, 경제  차원(거래가치로 알

려진 것을 통한 지각된 가격과 연 된 가격)과 심

리  차원(상품선택에 실로 향을 미치는 감정

인 면 보다 인지 이고 이성 인 면들)이 그것

이다(Jeon HK 2008).
이와 같이 고객의 지각된 가치는 기업에서 제

공하는 마  략에 향을 받는 한 계

로서 이들 상호간의 계를 검정하기 해 이를 

채택하여 인과 계를 측정하 다.

3. 충성도

서비스 기업은 신규고객의 창출보다 기존고객

을 잘 리하여 이탈을 막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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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고

객과의 계마 을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 을 두고 있다. 
고객 충성도는 모든 서비스 업계의 마  

리자들의 주요 심사이며, 서비스 마  학자

들에게도 요한 연구 상이다(Zeithaml VA 
2000). 충성도는 고객 유지, 정  구  커뮤니

이션 등을 포함하는 다면  행태의 개념이다

(Zeithaml VA et al. 1996). 고객 유지는 서비스 품

질에 한 고객 평가의 결과 에서 많이 연구되

는 사항이다(Zeithaml VA 2000). 그래서 서비스 

품질  고객 유지 간에 양의 상 계를 확인한 

연구가 많고(Fullerton G & Taylor S 2002; 
Zeithaml VA et al. 1996), 한 서비스 추천을 하

고자 하는 고객의 의사와 서비스 품질 간에 양의 

상 계를 연구한 학자도 많이 있다(Fullerton G 
& Taylor S 2002; Zeithaml VA et al. 1996). 이러

한 충성도는 1908년 하버드 학의 철학교수인 

Josiah Royce의 'The Philosophy of Loyalty'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는 충성도를 상하

가 있는 수직 인 개념으로 보았다. 최하의 수

은 개인에 한 충성도이고, 다음은 집단에 한 

충성도이며, 최상의 수 은 가치와 원칙에 한 

헌신이라고 정의하 다(Reichheld FF 1996). 
이와 같은 이론  거를 볼 때 일반 으로 충

성도는 재 이용의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이 제품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직  물어보

는 방법이 있으며,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해 외식산업체를 다시 방문할 것인지, 타인

에게 추천할 것인지 재방문 구 이 주요 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

하여 측정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외식산업에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인식

과 충성고객은 외식산업이 행하는 마  믹스 

략에 의해 결정된다. 즉, 평소 이용 시 느끼는 

객경험에 의한 용모, 복장, 친 한 객서비스 

등 서비스 경험과 이용 상품에 한 가격, 인터넷 

온라인․오 라인의 홍보  포외 , 내부 장

식, 주차장, 화장실 이용을 통한 포이미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Choi YS 2007).
마  믹스 략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은 일반 으로 품질이 가치의 투입요

소이므로 품질과 가치간의 연계가 리 인정되고 

있다. 품질과 만족간의 계가 보다 일반 이지

만 품질과 만족간의 연계가 지니는 의미에 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주요 토론 상이 되어 왔다

(Cronin JJ et al. 2000; Oliver RL 1997). 이 외에도 

지각된 개념으로서 가치 한 만족의 상  우

에 해 많은 연구자들이 가치를 만족의 가장 

완 한 선행변수로 고려하려는 경향이 있다

(Oliver RL 1997; Woodruff BR 1997). 결과 으

로 서비스 품질과 고객가치  만족 간에 자연스

런 사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

은 최종 결과로 충성도에 이르고 충성도는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와 미래 행동의 행동  차원들 

이외에도, 이러한 차원들의 체물로서 추천의도

와 같은 감정  차원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Oliver RL 1997). 이와 련한 국내 연구를 통해 

볼 때 Lee JH(2010)은 마  믹스 략요인으로 

생산, 가격, 유통, 고를 제시하고, Choi 
YS(2007) 한 서비스 경험, 가격, 고, 포이

미지를 사용하여 랜드 자산 구성요소를 높여 

주는 선행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 마  략요

인을 도출하기 해 Aaker DA(1991)의 연구모형

과 Blackston M(1992)의 연구모형, 그리고 

Anderson EW & Sullivan MW(1993)과 Rust RT 
& Oliver RL(1994)가 사용한 마  4P를 바탕으

로 외식 서비스에 서비스 경험, 가격, 고, 포

이미지를 용한 Choi YS(2007)의 연구를 용하

여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의 향을 밝히기 해 

이들 변수를 반 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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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화 하 다.

2. 가설설정

소비자들의 구매경험은 소비이 , 소비과정, 
소비 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Pine 
BJ & Gilmore JH(1999)는 경제가 상품, 제품, 서
비스 경험의 순서로 발 하며, 각 단계에 따라 기

업의 마  활동도 이 바 어야 한다고 주

장하 다. 한 소비자는 단순히 이성 이며 합

리 인 차원의 경제  효용에 의해서만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과정과 구매 후 상

품의 소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복합 감각  상

상, 감정  충족, 자신이 원하는 실에 동화되고 

몰입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종합 인 소비경험

을 고려하여 구매의사결정을 한다는 경험  고객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에 있어서도 

Simon CJ & Sullivan MW(1993)은 제품 구성요소

에 한 고비용의 정 인 효과를 밝 냈으며, 
Aaker DA & Jacobson R(1994)도 고비와 지각

된 가치 사이의 정 인 계를 밝혔다. 그리고 

지각된 가치에 한 포이미지의 요한 정  

효과를 밝 냈다. 포 이름은 지각된 가치에 

한 아주 요한 부차  단서이다. 종국 으로 외

식산업의 마  믹스 략요인으로서의 4P 략

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고 이의 정 인 

계는 충성고객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용할 마  믹스 략요

인으로 마  4P는 제품으로서의 외식산업의 이

용경험과 가격, 유통요인으로 입지한 포이미지 

 진요인으로 고요인을 반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  거를 바탕으로 반 하여 인과 계를 

검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서비스 경험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이

의 다양한 정보원천이나 구매과정의 참여를 통해

서 는 구매 후 소비과정에서 특정 포나 서비

스 는 상품 반에 한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매경험은 수많은 정보단서들이 인지  

는 정서  처리를 거쳐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지

각된 주 ․ 반  평가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구매경험은 서비스 는 상품에 한 애호

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재구매와 하게 련

되어 있다(Kerin R 1992). 따라서 서비스 에 

한 지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어, 기업

과 고객과의 계는 과거  재의 교환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지속시킬 것이며, 반 인 이

미지도 연속되는 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에

서(Choi YS 2007) 외식산업에서의 서비스 경험은 

요한 마  략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격으로 구매활동에 있어 나름 로의 

기 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에 한 내  

단서를 평가하고, 이를 지각된 제품의 가치로 

단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각하

는 평가는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품질과 더불

어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의 가격과 함께 평가

받게 된다(Nguyen N & Leblanc G 1998). 한 가

격은 제품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며, 제품에 한 소비자의 기

수 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특히, 서비스의 경

우에는 무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는 일이 제품보다도 훨씬 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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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Choi YS 2007). 즉, 서비스 가격은 그 서

비스의 품질과 수 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고로 고는 랜드 인식을 증가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연상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추 인 역할을 한다. 반복되는 고는 제품

이나 외식메뉴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 고려할 상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 이 

있는 소비자의 선택을 간소화한다는 데 있다. 그
러므로 더 많은 양의 고는 기업이나 제품 인지

도와 연상이 더 많이 정 으로 작용한다, 그리

고 이런 제품 인지도와 연상은 더 큰 자산을 이끌

어낸다. 게다가 효과 인 모델의 확장된 계층에 

따르면 고는 소비자의 정 인 태도를 강화하

기 때문에 충성도에도 정 으로 여한다

(Shimp TE 1997). 
넷째는 포이미지로 포이미지를 증가시키

는 마  도구로서의 경로설계와 리에 요성

이 커지고 있다고 하 다. 유통경로에서 소매상

은 기업의 최후의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

로 소매상을 선택하고 리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있어서의 기업의 주된 마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좋은 이미지의 

포를 통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좋은 품질

의 포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이

미지를 가지고 있는 외식 포를 통해 메뉴를 제

공하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가진 외식 포를 통

해 메뉴를 유통시키는 것 보다 더 정 인 연상

을 제공해 다. 소비자는 외식 포의 명성과 이

미지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추측하기 때문에 좋은 

포의 이미지를 가진 소비자를 통해 상품을 유

통시켜야 한다(Dawar N & Parker P 1994). 한 

구 에 의한 상품 진활동은 지각된 가치를 강

화시키므로 외식 포로서 좋은 포이미지를 선

택하는 것은 외식산업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구

축시킨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비스의 무형  특성은 기업

에 의해 서비스품질을 알리기 해 유형 인 단

서를 제공한다. 즉, 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메뉴

에 해 소비자들 각자의 행동은 다른 소비자의 서

비스품질에도 향을 미치며, 스토랑은 서비스

품질을 알리기 해 건물외 , 실내장식 등의 유형

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에서 이들 마  

에서의 4P 략이 매우 시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인과 계를 검정하고자 한다.

H1 : 마  믹스 략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

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서비스 경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가격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고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4 : 포이미지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마  믹스 략은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서비스 경험은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가격은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고는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 : 포이미지는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지각된 가치는 충성도에 유의미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상  기간

본 연구논문의 목 을 수행하기 해 서울지역

에 소재한 한식 스토랑  한국 공사에서 

지정한 한식 문  100여개  무선선출방법에 

의해 강남권역 3곳과 강북권역 3곳의 총 6개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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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summary

Survey target Korean restaurant customers
Sampling number Total 300 persons
Survey method Visiting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period From June 11 to June 30, 2013(For total 20 days)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Factor Number of 
questions Scale

Marketing mix 
strategies

Service experience 5
Likert

5 points
Price 3

Advertisement 5
Store image 5

Perceived value Perceived value 5 〃

Loyalty Loyalty 5 〃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Marri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5 Nominal scale
Total 33

문  이용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 하 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총  

지배인의 도움 아래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30
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 다. 장에서 회수된 

설문지  과반수 분량 이상을 기재하지 않았거

나 락된 40매는 분석의 신뢰도를 해 제외하

고 260매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4.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각 항목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과 이론을 근거로 총 4개 역으로 구성하 다. 
먼  인구통계학  요인인 개인 인 특성은 명목

척도로 구성하 고,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 지각된 가치, 충성도 항목은 Likert 5  척

도를 사용하 는데,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 3 ,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

에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마  믹스 략

마  믹스 략은 총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서비스 경험은 소비자가 서비스 메뉴

를 직  경험 했을 때 보고, 느끼는 지식이나 주

 의식으로 정의하고, 가격은 소비자가 서비스 

메뉴를 경험하 을 때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를 서비스의 가격으로 정의하 다. 한 

고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메뉴에 해 주 으로 

인지하고 있는 고태도와 고표  요소로 정의

하 고, 포이미지는 서비스와 련되어 있는 

유형  증거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Choi 
YS(2007), Lee MK․Park SY(1997)의 연구를 바

탕으로 복 는 유사한 문항을 결합시켜 서비

스 경험 5문항, 가격 3문항, 고 5문항, 포이미

지 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해 

총 4개 요인 18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실

질 인 욕구의 충족정도나 정 인 감정의 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고객이 

한식 스토랑을 방문하면서 지불한 돈, 시간, 노
력에 비해 느낄 수 있는 가치수 으로 정의하며, 
Holbrook MB(1999), Grewal D et al.(199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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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4 59.2

Female 106 40.8

Age

Under 20s 76 29.2
30s 86 33.2
40s 75 28.8

Over 50s 23 8.8

Marriage
Single 113 43.5

Married 147 56.5

Academic background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12 4.6
College education 67 25.8

University education 156 60.0
Higher than graduate school education 25 9.6

Occupation

Sales and service 32 12.3
Office job 57 21.9

Self-employed 21 8.1
Student 35 13.5

Housewife 97 37.3
Others 18 6.9

Total 260 100.0

3) 충성도

충성도는 소비자가 일 되게 선호하여 지속

으로 구매하려는 성향으로 심리  애착과 련된 

태도 인 차원과 재방문과 추천의도 등의 행동

인 차원을 포함한 개념의 고객의 지각된 반응의 

정도로 개념화하 다. 즉 태도와 행동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특정 랜드를 반복 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제품에 하여 호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진정한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Dick AS & Basu K 1994). 충성도의 개념을 측정

하기 해 랜드에 한 구매만족, 재구매와 구

, 호의 인 감정 상태로 Lee YJ․Ra SA(2002), 
Oliver RL(1999), Zeithaml VA et al.(1996)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7.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 으며,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각 변수 간에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분석을 사용하

으며, 각 변수 간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하여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다음 <Table 3>은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154명(59.2%), 여자 

106명(40.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  이하 

76명(29.2%), 30  86명(33.2%), 40  75명
(28.8%), 50  이상 23명(8.8%)으로 나타났다. 결
혼여부는 기혼 147명(56.5%), 미혼 113명(43.5%)
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12명(4.6%), 

문  졸 67명(25.8%), 학교 졸 156명(60.0%), 
학원 이상 25명(9.6%)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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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rketing mix strategies

Classification
Constituent

Store 
Image Advertisement Service 

experience Price

15. It is convenient to use store facilities(parking lot, conveniences, 
lounges).

.878 .193 .094 .174

18. Stores are located in a convenient place. .801 .278 .190 .305
14. Stores are pleasant. .692 .225 .354 .147
16. Employees are professional. .659 .340 .263 .282
17. Employees are kind. .553 .219 .317 .188
11. Advertisements are reliable. .162 .860 .190 .138
10. Advertisements are desirable. .152 .780 .193 .269
13. Advertisements give pleasure. .302 .694 .193 .217
12. Advertisement message is good. .298 .671 .228 .249
9. Advertisements are persuasive. .388 .616 .315 .030
3. Services are accurately performed. .195 .178 .798 .250
2. Services are quick. .011 .332 .736 .125
1. Services are reliable. .359 .157 .714 .090
4. Services are useful. .320 .222 .658 .312
5.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customer understanding, 

consideration, complaint handling) leaves to be desired. 
.275 .175 .641 .273

8. The purchasing value is higher than price. .246 .195 .233 .860
6. This restaurant is budget priced in comparison with other 

restaurants of the same business. 
.202 .350 .250 .807

7. This restaurant is reasonably priced. .342 .189 .297 .689
Eigen value 3.574 3.432 3.339 2.584

Distributed variance% 19.858 19.065 18.550 14.358
Cumulative variance% 19.858 38.923 57.472 71.831

Cronbach's α .888 .883 .866 .893
KMO =0.919, Bartlett's test  χ²=3349.397 (df=153, Sig.=0.000)

부가 97명(37.3%), 사무직 57명(21.9%), 자 업 

35명(13.5%), 매서비스직 32명(12.3%), 학생 21
명(8.1%)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타당성이란 측정을 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 고, 회 방

식은 직각회 (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

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

인만 선택하 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 인 것으로 단

하 다. 

1) 마  믹스 략에 한 타당성  신뢰

도 검정

마  믹스 략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

정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3349.397 (Sig.=0.000)이
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
이 0.919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

에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

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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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ceived value

Classification
Constituent

Perceived value
1. I guess I have no regret about visit to this restaurant compared to the money, time and labor 

I spent. 
.896

4. I thought that the pleasure in this restaurant overvalued the money, time and labor I spent. .855
2.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this restaurant were of greater worth to me than the money, 

time and labor I spent. 
.853

3. I could experience what I wanted in this restaurant by expending modest money, time and labor. .814
5. This restaurant could satisfy my wants when I consider the money, time and labor I spent in 

this tourist resort. 
.805

Eigen value 3.571
Distributed variance% 71.420
Cumulative variance% 71.420

Cronbach's α .898
KMO =0.874, Bartlett's test χ²=767.593 (df=10, Sig.=0.000)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

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1은 ‘ 포이미

지’(19.858%)로 명명하 고, 요인2는 ‘
고’(19.065%)로, 요인3은 ‘서비스 경험’(18.550%)
으로, 요인4는 ‘가격’(14.358%)으로 명명하 다. 
이 4개의 요인 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

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각된 가치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정

지각된 가치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정 결

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767.593(Sig.=0.000)이므로 변

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

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874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

서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1은 ‘지각된 가

치’(71.420%)로 명명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

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

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

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3) 충성도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정

충성도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²=538.058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832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

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고, 요인1은 ‘충성도’(62.839%)로 명

명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값이 ±.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

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1) 각 변수 간 상 계 검증 

각 변수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의 서비스 

경험, 가격, 고, 포이미지는 지각된 가치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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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valuation of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Classification M±SD
Marketing mix strategies

Perceived 
value LoyaltyService 

experience Price Advertisement Store image

Marketing 
mix 

strategies

Service experience 3.69±.698 1
Price 3.77±.732 .625*** 1

Advertisement 3.71±.703 616*** 595*** 1
Store image 3.96±.673 .647*** .634*** .659*** 1

Perceived value 3.77±.673 .610*** .567*** .551*** .662*** 1
Loyalty 3.77±.637 .498*** .567*** .582*** .662*** .610*** 1

***p<.001

<Table 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loyalty

Classification
Constituent

Loyalty
1. I am satisfied with this restaurant. .845
4. Although this restaurant is somewhat expensive compared with other restaurants, I will continue 

to use this restaurant. 
.822

5. I will highly recommend this restaurant to other people. .806
2. I will continue to use this restaurant in the future. .803
3. Although menu and service of this restaurant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restaurants, 

I will continue to use this restaurant. 
.676

Eigen value 3.142
Distributed variance% 62.839
Cumulative variance% 62.839

Cronbach's α .852
KMO =0.832, Bartlett's test χ²=538.058 (df=10, Sig.=0.000)

으로 나타났으며(p<.001), 충성도와도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 한 지각된 가치는 충성도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다음 <Table 8>은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

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3%이고, 회귀식은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6.494, 
p<.001). 독립변수별로는 서비스 경험, 가격, 포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포이미지가 높아지면 지각된 가치는 .370의 상

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경험이 높아

지면 지각된 가치는 .23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가격이 할수록 지각된 가치는 .13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의 지각된 가

치의 향상에 있어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  서비스 경험, 가격, 포이미지가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

다음 <Table 9>는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8.7%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2.5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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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 of marketing mix strategies of Korean restaurants on loyalty

Classifica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F R2

B S.E. β

(Constant) .942 .184  5.125

62.515*** .487
Service experience -.016 .059 -.017 -.264

Price .167 .055 .192 3.031**

Advertisement .185 .058 .204 3.178**

Store image .396 .064 .417 6.187***

Dependent variables : Loyalty
**p<.01, ***p<.001

<Table 10>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on loyalty

Classifica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F R2

B S.E. β

(Constant) 1.459 .173  8.443 184.048*

** .414
Perceived value .611 .045 .645 13.566***

Dependent variables : Loyalty
***p<.001

<Table 8> The effect of marketing mix strategies of Korean restaurants on perceived value

Classification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F R2

B S.E. β

(Constant) .711 .191  3.722

66.494*** .503
Service experience .227 .061 .235 3.693***

Price .126 .057 .138 2.210*

Advertisement .076 .060 .080 1.266
Store image .370 .066 .370 5.573***

Dependent variables : Perceived value
*p<.05, ***p<.001

독립변수별로는 가격, 고, 포이미지가 충성

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포이미지가 높아

지면 충성도는 .41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고가 높아지면 충성도는 .204의 상승이, 가
격이 할수록 충성도는 .192의 상승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의 충성도의 향상에 

있어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  가격, 
고, 포이미지가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다음 <Table 10>은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4%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84.048, p<.001). 독립변수로서 지

각된 가치는 충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지
각된 가치가 높아지면 충성도는 .645의 상승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객의 충성도의 향

상에 있어 지각된 가치 향상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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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

는데 목 을 갖는다. 이러한 목  달성을 해 한

국 공사에서 지정한 서울지역(강남․강북)의 

6개 한식 문  이용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 

후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이 지각

된 가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 경

험, 가격, 포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즉, 포이미지가 높아지면 지각된 가

치는 .37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

스 경험이 높아지면 지각된 가치는 .23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가격이 할수록 지각된 가치는 

.138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이 충성

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가격, 고, 포

이미지가 충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포

이미지가 높아지면 충성도는 .41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가 높아지면 충성도는 .204
의 상승이, 가격이 할수록 충성도는 .192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지각된 가치

가 높아지면 충성도는 .645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이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정 인 향과 

상호 한 연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으로 서비스 경

험, 가격, 포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

치고, 가격, 고, 포이미지가 충성도에 향을 

미침과 동시에 지각된 가치 한 충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 이들 변수의 한식 스

토랑에서의 마  믹스 략으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해 주었다. 특히, 지각된 가치에 있어 고가 

기각되고, 충성도에서는 서비스 경험이 기각된 

것은 그만큼 지각된 가치인식에 있어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격과 포이미지를 고객이 시함

을 의미하고, 충성도 한 가격, 고, 포이미지

에 의해 잠재고객으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Choi YS(2007)이 한식 랜차이즈인 설

농탕, 김밥, 놀부 등 랜차이즈 을 상으로 검

정된 서비스 경험, 고, 포이미지는 본 연구에

서도 정 인 향을 미쳐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가격요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Choi YS(2007)의 연구에서 가격요인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이용상품 가격이 렴

한 한식 랜차이즈의 포간 가격이 같은 유사 

가격 를 이루고 있는 체인 이기 때문에 이의 

향이 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가격 변수가 채택된 것은 통 한식 

스토랑으로 이용가격 가 높고, 그 폭이 포

간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각된 고는 한

식 문 스토랑에서의 이용 시 고에 의한 

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향을 받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결과에 한 이론  시사 으로는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 에 따라 가치

인식과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속성임

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채택된 변수가 각기 상

에 따라 선행연구와 다소 상이한 에서 고객

상과 이용목 에 따라 고객에 선별 이며, 차별

화된 마  략을 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 실무  시사 으로 한식 외식기업에서의 마

 담당자가 마  믹스 략으로 고객의 

된 서비스 경험에 한  애호형성에 부합

한 세심한 배려와 가격 비 기 수 을 높일 수 

있는 신뢰제고  포이미지를 시한 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시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 상이 특

정지역에 국한된 에서 결과를 국에 일반화하

는데 제한을 가지며, 사용변수에서도 업종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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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모두 고려

치 못한 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를 

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  록

본 연구는 외식산업의 끊임없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해 식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진화되며, 외식의 형태도 빠르게 바 고 있는 

실에서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이 

지각된 가치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데 목 을 갖는다. 이에 서울지역 소재 한식 스

토랑 이용고객 총 300명을 상으로 2013년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하 다. 분석결과 첫

째, 한식 스토랑 마  믹스 략이 지각된 가

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 경험, 가
격, 포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식 스토랑 마  믹

스 략이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가격, 고, 포이미지가 충성도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한식 스토랑의 마  믹스 략으로 서비스 

경험, 가격, 포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고, 가격, 고, 포이미지가 충성도에 향

을 미침과 동시에 지각된 가치 한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 이들 변수의 한식 

스토랑에서의 마  믹스 략으로 매우 유용한 

변수임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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