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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소비 트랜드를

급속하게변화시켜외식문화에대한고객들의욕

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건강에 대한 의식향상과
더불어여유로운삶을추구하려는경향이뚜렷해

졌다. 특히,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
의 증대, 이동수단의발달, 핵가족화 확산은 외식
소비자들에게건강한식생활에대한중요성이강

조되고있다. 국내외식산업규모는 1990년약 18
조 원에서 2009년까지 8%의 고성장을 거듭하다
가 2010년 국내 외식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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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looks at a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quality and behavior intention(re-visiting, recommen-
dation, loyalty) to attract customers and make them loyal customers in the context of Japanese restaurants. The 
study includes 250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 in Japanese restaurants located in Busan to conduct survey 
for empirical test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frequency test, multiple/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has 
been employed for hypothesis testing. Results showed that the service of employee has been recognized as an 
primary factor among elements of Japanese restaurants’ service quality to satisfy customer, and employee's service 
is the strongest affecting factor to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as well. In addition, the food quality identified 
as an the strongest factor that affects behavior intention, whereas physical environment is the lowest facto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quality of food is very important element to make their consumers revisit or recommend 
the restaurant to others.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service of the employee has been identified as an key factor 
to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CEO or restaurateurs of Japanese restaurants have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nd food quality to make more patrons as well as their busines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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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비 4.2%가 감소한 66조 9천억 원으로 집계
되었다(Sohn JM․Kim HS 2014). 이와 같은결과
는 경기 침체로인한 외식 소비자의 수가줄어들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식업체는
소비자들의음식에대한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

기위하여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를추구하는 메
뉴를 개발하는 것이 매출액 신장에 필요하겠다. 
특히우리나라의 각종 생활 문화속에 깊이자리

한웰빙(well-being)에대한의식은음식에도반영
되어일본음식을선호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Choi JH 등 2006). 일본 전문레스토랑(Japanese 
restaurant)이란일본음식을판매하는식당으로초
기에는 대부분이 생선회와 생선 초밥을 위주로

판매하는 초밥점이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이
후덴뿌라, 우동, 일본식돈까스및이자까야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이 등장하였다(Kim 
KY 등 2004). 우리나라에서는일식레스토랑에분
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일식
레스토랑을 업태별로 구분하여 료떼(요정), 캅뽀
(고급 전문일식), 이자까야(요리주점), 야타이(포
장마차형 음식점)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Kim JGㆍLee YJ 2012). 현재우리나라의일본레
스토랑의 수는 12,748개로 전체 레스토랑에서 약
3%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Korea 
Foodservice Industry Association 2013). 현재까지
일식레스토랑에관하여 선행 연구들을살펴보면, 
Chang DSㆍAhn HJ(2006)는 일식레스토랑의 서
비스품질측정도구를개발에 관한연구, Choi JH 
등(2006)은선택속성과만족도에관한연구, Chae 
BS 등(2007)은메뉴관리와레스토랑이미지가고
객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 Ahn YS 등
(2011)은물리적환경에관한연구, Kim JGㆍLee 
YJ(2012)은로하스이미지 요인이 메뉴선택과 고
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Sohn JMㆍKim HS(2014)
은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활용한 품질특성에 관
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일식레스토랑은한식레스
토랑이나서양레스토랑과달리, 스시카운터와룸
등에서고객들에게주방장및조리사들이서비스

를하게된다. 부산지역은바다를접하고있기때
문에 다른지역에비하여 일식이 활성화 되어있

는것으로판단되어진다. 이에본연구는일식레
스토랑서비스품질이고객만족을매개로행동의

도(재방문, 추천, 충성도)에미치는영향관계를분
석하여 일식 레스토랑 경영자들에게 고객관리에

있어재방문의관리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

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１. 서비스품질

서비스의어원은 servitude 즉노예의상태(state 
of servant)를뜻하는것으로점차적으로상대방을
위한 봉사의 의미로 변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

를 이해하고 그들이 만족할수 있는서비스를제

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로 이해되고 있다. 서
비스산업에서서비스품질은고객과종사원간의

서비스전달과정에서소비자의지각된가치를말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고객에의하여인지되고판단되는주관적
인 평가로 판단되어진다(Hea JB 2001). 서비스품
질은 무형성(intangi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inseparability), 소멸성
(perishability) 등과같은서비스공유의제특성으
로 인하여 객관적인 품질의 평가가 용이한 유형

의 재화와는 달리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
한 서비스의 특성을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RVQUAL 평가모형은
Oliver RL(1980)의 기대성과 일치모델을 기초로
하여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 이하
PZB)에의해 개발되었다. 그들은서비스품질 10
가지 기준과 5가지 차원(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통합하여 완성하였다. 
이후 SERVQUAL에대한많은논쟁 중 Cronin 

JJ & Taylor SA(1992)는지각된서비스품질의기
대를 제외한 성과 만을 측정하는 SERVPERF가
SERVQUAL보다우수함을주장하였다. 한편, Ste-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1호(2015)176

vens P et al(1995)은외식서비스품질을측정하는
대표적인측정도구로서사용되고있는 INESERV
는 PZB(1988)의 SERVQUAL과 Knutson B et 
al(1990)의 LODGSERV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
였다. 국내의서비스품질측정에대한연구에서는
Lee YJㆍLee JY(2001)은 SERVQUAL 모형의 약
점을 개선한 KS-SQI라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
여서비스품질의기대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통

하여 서비스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Chang 
DS․Ahn HJ(2008)는 일식레스토랑의 ６개의 서
비스품질요인과 22개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Kong KU(2011)는 일식레스토랑 서비스품질을

서비스요인, 음식요인, 청결요인, 장비및평판요
인으로분석하여고객만족과재방문의도와의영

향관계를 검정하였다．

２. 고객만족

고객만족은마케팅의핵심적개념중의하나로

서비스기업이추구하는다양한성과와직접적으

로관련성이있기때문에, 실무차원에서많은사
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Choi 
JP 2011). Hellier et al(2003)은고객만족을기대와
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서비스수행의결과로부

터 고객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즐거움 또는 흡족

함 정도로 정의하였다. Cronin JJ & Taylor 
SA(1992)는 지각된 성과를 고객만족의 영향요소
라고주장하였고, Oliver RL(1980)는고객이 서비
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으로 지
각하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의 결과를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고객만족이란 그 자체가 매
우다차원적인개념을내포하고있음으로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질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고객유지, 더나아가기업의수익성에기여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Zeithaml VA 2000). 고
객만족은 소비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과정의최종 상태로써인지적 상태, 평가, 정서적
반응 그리고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이 결합

되는것이 만족에 대한그 속성이정의되고있다

(Kim JH, 2004). 고객만족은오래전부터많은연
구자들에의해연구가되어왔던주제이다. 그결
과, 고객만족에 관한 개념은 더욱 학문적으로 발
전되어 왔으며, 무한경쟁체제의 현대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와 성과를 위해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Yoo YSㆍChoi WS 2010). 

3. 행동의도

행동의도란소비자들이어떤대상에대한태도

를형성하는특정한미래행동을나타내려는개인

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Park JHㆍ

Park HJ 2011). Boulding W et al(1993)은 행동의

도를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태도를 형

성한 후,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으로보고, 소비자행동을예측하는중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Zeithaml VA et al 

1996). 이와같은행동의도는자신의미래행동을

연결하는일종의계획으로서, 일정한목적을성취

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의도는지속적인관계를지향하는마케

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의의를가질 수 있는

데, 이는 적극적인 고객의 획득보다 방어적인 전

략으로고객의행동을정확히파악하여장기적이

고우호적인관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Ahn 

SS 등 2012). Smith AK et al(1999)은행동의도를

경제 행동의도와 사회행동의도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고객의 재구매행동, 프리미엄 지급의사, 

전환 행동과 같이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후자는 고객의 불만표

현행동및구전과같은행동의도로서, 이는기업

의 현재 고객의 반응뿐만 아니라, 잠재고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레스토랑의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는 재이용의도로 해석되며, 

재방문의도와추천의도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

용하고 있다(Ha KSㆍHan B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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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１.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식레스토랑 서비스품질 구성요인

들의속성을도출하여, 이들이전반적인만족도와
행동의도와어떠한관계를맺고있는가를선행연

구(Jin YHㆍRyu JW 2012)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2. 가설설정

1)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일반적으로 서비스품질과 만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있다는데많은학자들의의견이일치하고

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
시하거나 유보하고 있다. Taylor SA & Baker 
TL(1994)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우수한서비스품질은고객만족을고취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유형 중 하나라고 주장

하였으며, Cronin JJ et al(2000)은 서비스품질과
가치는만족을이끌어내는주요한요소이라고하

였다. Lee YJ․Lee JY(2001)은 서비스품질이 향
상되면고객만족도가증가하고, 이것은재구매의
도와구전으로연결되어기업의성과를향상시킨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일식 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H1-1: 음식의품질은고객만족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2: 음식의가치는고객만족에정(+)의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종사원의서비스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물리적환경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고객만족과 행동의도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서비스를 다시 구

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레스토랑의

경우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또는 충성도 등의 개

념을사용하여이들의관계에서결과적으로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Lee JY 등 1996: Cronin JJ 

＆ Taylor SA 1992). Oliver RL(1999)는소비자만

족과구매의도의관계는인과관계가형성되고있

으며, 대체적으로긍정적이라는결과를 도출하였

고, Park JHㆍLee YJ(2007)은 레스토랑의 고객만

족은구전의도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Cronin JJ et al(2000)가제

시한 재이용의도, 추천의사, 우호적인 태도를 행

동의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H2: 고객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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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행동의도는 서비스 측면에서 재방문

의도, 긍정적인구전, 다른사람에게추천하는 등
의 구전의향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Fridgen 
JD 1991). Sohn IN(2011)은고객에게인지된서비
스품질은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높은

수준의 서비스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기업의경영성과에영향을미치게된

다고 하였고, Kwock YSㆍBang MS(2003)는외식
소비자가레스토랑을이용했을때느끼는만족도

는이용후행하는행동에큰영향을끼친다고하

였다. 따라서본연구는위와같은선행연구를토
대로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은 고객들의 행

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일식당 서비스 품질은 행동의도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음식의품질은행동의도에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음식의가치는행동의도에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종사원의서비스는행동의도에정(+)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4: 물리적환경은행동의도에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 간에 고객만족

의 매개효과

Wakefield KL et al(1996)은레저활동의서비스
품질은소비자만족에영향을미치고, 소비자만족
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Jung H
S․Yoon HH(2009)는 DINESERV가 고객만족을
매개로 재방문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ng SH․Yang MH(2011)는 제주지역
골프연습장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간의 관계에

서고객만족을매개효과를검정한결과, 완전매개
모형이 연구자의 경험적 자료와 더 부합하다는

것을확인하였다. 한편, Jin YH․Ryu JW(2012)는
커피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을 매개로 재방문의

도에미치는영향관계연구에서고객만족이매개

효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이와같은선행연구의상반된연구결과를

확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설정하

였다.

H4 : 일식레스토랑서비스품질은고객만족을
통하여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서비스품질

서비스의품질은특정서비스의우수성과관련

하여 갖는 개인의 전반적인 판단 또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Parasuraman AV et al 1988). 이는 고
객에의해주관적으로인식되고판단되는평가로

서, 경영환경 요인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서비스
품질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과와 구매의도에

영향을미친다(Kong HS 등 2006). 따라서서비스
품질을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과 관련된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기대치와 서

비스공정및결과에대해지각성과로서, 인지된
서비스가고객의기대에일치하도록일관성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Chang DSㆍAhn HJ 2008: Jung HS․
Yoon HH(2011)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모두 4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각문항은리커트 5점척도(전혀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2) 고객만족

고객만족은마케팅의핵심적개념중의하나로

서비스기업이추구하는다양한성과와직접적으

로관련성이있기때문에, 실무차원에서많은사
람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Choi 
JP 2011). Hellier PK et al(2003)은 고객만족을 기
대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서비스수행결과로

부터 고객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즐거움 또는 흡

족함정도로정의하였다. Oliver RL(1980)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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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품질과 성과를 주관적
으로지각하고난 후 느끼는 감정의 결과를만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JP 
2011; Kim JGㆍLee YJ(2012) 연구에서사용된설
문문항을본 연구에맞게수정하여모두 4문항으
로설문지를구성하여각문항은리커트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
다. 

3) 행동의도

행동의도란소비자들이어떤대상에대한태도

를형성하는특정한미래행동을나타내려는개인

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Park JHㆍ
Park HJ 2011). Boulding W et al(1993)은 행동의
도를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태도를 형

성한 후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GJㆍByun GI 
(2010) 연구에서사용된설문문항을본연구에맞
게 수정하여 모두 4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식레스토

랑을이용한경험이있는외식소비자들을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14년 7
월 5일부터 10일까지 50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
를시행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바탕으로설문지
를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수업전에설문지
를 배포하고, 설문내용을 자기기재방법으로 설문
에 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지는 270부를 배포하
여불성실한설문지 20부를제외하고, 250부를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자들
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

석을 시행하였고, 측정항목별 탐색적 요인 및 신
뢰도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상관관계분석을시행하여변수간의전반적인관

계성을 파악하였으며, 다중(단순)회귀분석을 실
행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
자중 남자는 113명(43.1%), 여자는 137명(54.8%)
이고, 나이는 30세 이하가 63명(25.2%), 31～40세
78명(31.2%), 41～50세 76명(30.4%), 51세 이상
33명(13.2%)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학생 39명
(15.6 %), 회사원 57명 (22.8%), 전문직 41명(16.4 
%), 자영업 37명(14.8%), 주부 53명(21.2%), 기타
23명(9.2%)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100만 원 미만 42명(16.8%), 101～200만 원 41명
(16.4 %), 201～300만 원 60명(24.0%), 301～400
만원 48명(19.2%), 400만원이상 59명(23.6%)으
로 조사되었는데,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서
많은 분포가 나타난 것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포

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월 외식횟수는 1～2번이
148명(59.2%), 3～4회가 67명(26.8%), 5회 이상
35명(14.0%)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대
부분 월 1～2회의 외식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회 1인기준외식비용은 1만원 이하가 9명으로
3.6%이고, 20,001～30,000원이 78명 31.2%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요인 및 신뢰도분석

1) 일식레스토랑 서비스품질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 변수 18개의 탐색
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추출방법은 있어서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통하여직각회전
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Varimax 회전
을 이용한 이유는 추출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

으로 존재하게 되어 단순한 요인구조를 만들 뿐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1호(2015)18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50)

Characteristic 빈도(N) Percent(%)

Gender
Male  113 45.2

Female  137 54.8

Age

30 63 25.2

31～40 78 31.2

41～50 76 30.4

51 33 13.2

Occupation

Students 39 15.6

Employee 57 22.8

Professions 41 16.4

Self-employed 37 14.8

Housewife 53 21.2

Others 23 9.2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100 42 16.8

101～200 41 16.4

201～300 60 24.0

301～400 48 19.2

401 59 23.6

Eating out number(monthly)

1～2 148 59.2

3～4 67 26.8

5 35 14.0

Eating out costs
(1 person)

10,000 9 3.6

10,001～20,000원 49 19.6

20,001～30,000원 78 31.2

30,001～40,000원 57 22.8

40,001 57 22.8

만 아니라, 추출된요인점수를 회귀분석 등의사
후분석에이용하는데있어다중공선성을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Yoon SM 등, 
2009). 기준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요
인 수를 추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factor load-
ing)는 0.4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은 항목 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 간

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 일관성의 신뢰

도 평가방법은크론바하의알파(cronbach's alpha)
값으로분석하였다. 본연구의서비스품질 4개요
인에 대한 신뢰도의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종사원 서비스 0.820, 음식의 품질
0.831, 음식의가치 0.780, 물리적 환경 0.76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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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rvice quality 

Factors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Employee 
services

Employees are delicate and kind .798 3.075 17.086 .820

Employees must provide excellent service .747

Employees are neat in appearance .699

Employees will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menu

.630

Employees provides a favorable service .622

Food quality

Food here is good taste .770 3.001 16.675 .831

The food here is excellent quality .740

The food here is going to crush .703

The food here is fresh .658

This is the temperature of the food is suitable .599

Food value

This unit is suit able for the customer .768 2.518 13.989 .780

It is suitable for the amount of one-time offer .724

This is an excellent value for money .702

It gives a great value in a dining experience .536

Physical
environment

Dining here is going crush .757 2.375 13.195 .760

It is conveniently located in the .698

The facilities here are clean .656

Here is a meal gives comfort .637

KMO  Kaiser-Meyer-Olkin .918

 Bartlett Chi-square 1,825.170

 Sig 0.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60.943

분석되어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0.918을 나타내었
고, 누적 분산비율은 64.206이며, 변수 간의 상관
이 0인지를검정하는 Bartlett의구형성검정통계
치가 1,825.170(p=0.000)을나타내었기때문에변
수의 선택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고객 만족도

고객만족도에대한측정항목의타당성및신뢰

성검증을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신뢰도는
0.835를 나타내었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
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정도를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값은 0.856로 분석되었다. 이
값이 적으면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낸다. KMO 값이 0.9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값이고, 0.8 이상이면 좋은 것이며, 
0.7 이상은적당하며, 0.6 이상이면보통이다(Choi 
BK 등 2005). 누적 분산 설명력은 60.701%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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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Factors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ustomer 
satisfaction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food here .816

3.035 60.701 0.835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f the employees here .796

The employees are satisfied with the dress here .773

Satisfied with the atmosphere of the place .791

Satisfied with the quality compared to the price 
of this place

.716

KMO Kaiser-Meyer-Olkin .856

Bartlett Chi-square 436.304

Sig 0.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60.701

타냈다. Bartlett의구형성검정통계값이 436.304 
(p=0.000)으로서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행동의도

행동의도에대한측정항목의타당성및신뢰성

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신뢰도는
0.872를 나타내었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
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나타내는 KMO 

<Table 4>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ehavioral intention

Factors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Behavioral 
intention

I will been couraged to take advantage of this 
restaurant to others

.697

3.359 67.178 .872
I would recommend this restaurant to others .721

If possible, will use again this Japanese restaurant .722

I will continue to take advantage of this restaurant .725

I will use this if rising prices of this restaurant .493

KMO Kaiser-Meyer-Olkin .857

Bartlett Chi-square 627.295

Sig .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67.178   

(Kaiser-Meyer-Olkin) 값은 0.85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누적 분산 설명력은 67.178%를 나타내었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가 627.295 (p= 
0.000)로서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하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상관관계분석

본연구에서는단일차원성이확인된각요인에

대한 상관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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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Classification 1 2 3 4 5 6

Employee services 1

Food quality .550** 1

Food value .527** .590** 1

Physical 
environment

.543** .544** .482** 1

Customer 
satisfaction

.642** .641** .569** .645** 1

Behavioral intention .588** .669** .640** .534** .736** 1

**p<.01.

관계분석을시행한결과는 <Table 5>와같다. 각
요인에대한검정결과는유의수준 p<0.01에서모
두유의하게분석되었고, 가설의방향성과구성개
념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이 모두 양(+)방향으로
나타나서, 구성개념들에 대한예측타당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4. 가설검정

1)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Table 6> Effect of Japanse restaurant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services

.434 .040 .432 10.738 0.000*** 1.000 1.000

Food quality .413 .040 .414 10.290 0.000*** 1.000 1.000

Food value .281 .040 .281 6.986 0.000*** 1.000 1.000

Physical 
environment

.406 .040 .407 10.099 0.000*** 1.000 1.000

 R2=0.605,  Adjusted,  R2=0.598,  F=93.279***, p=0.000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시행한결과는 <Table 6>에제시되어있다. 분

석결과,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에 독립변수인 일

식당서비스품질중에서가장큰영향력을미치는

요인은종사원의서비스(β=0.432, p<0.001)였으며, 

가장 낮은 영향력은 음식의 가치(β=0.281, p< 

0.001)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식레스토랑을 이용

하는 외식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품질에서

인적서비스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판

단할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60.5%를

나타내었고, F값은 93.279(p=0.000)를나타내어서 

회귀식은적당한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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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Japanese restaurant influence of customer satisf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Behavioral 
intention

Customer
satisfaction

.412 .060 .411 6.808 0.000*** .395 2.529

R2=0.650,  Adjusted R2=0.643,  F=90.210***, p=0.000

 *p<0.05, ***p<0.001.

가설 H1인일식레스토랑의서비스품질은 고객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
택되었다.

2) 일식레스토랑의 고객만족도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

일식레스토랑의 고객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β=0.411, p<0.001)에서정(+)의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식레스토랑의서비스를경험하고난고객은긍

정적인 구전활동과 재방문을 한다(Lee YJ 등, 
1996)는같은결과가도출되었다. 전체모형의 R2= 
0.650로회귀식이전체변동의 65.50%를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0.210(p=0.000)으로 회귀모형은

분석하기에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Table 8> Effect of Japanse restaurant service quality on behavior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Behavioral 
intention

Employee 
services

.366 .041 .366 8.856 0.000*** 1.000 1.000

Food quality .460 .041 .460 11.140 0.000*** 1.000 1.000

Food value .404 .041 .404 9.781 0.000*** 1.000 1.000

Physical 
environment

270 .041 .270 6.548 0.000*** 1.000 1.000

 R2=0.582, Adjusted R2=0.575,  F=85.265***, p=0.000

가설 H2인 일식레스토랑의 고객만족도는행동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
다.

3)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행동의도에독립변수인 일식당
서비스품질의하위요인중에서가장큰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의 품질(β=0.460, p<0.001)이
고, 가장 낮은 영향력은 물리적 환경(β=0.270, 
p<0.001)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일식레스토랑을
이용하는외식소비자들은음식의품질이재방문

및 추천에가장 큰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58.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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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 F값은 85.265(p=0.000)를 나타내어

서 회귀식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
과로가설 H3인일식레스토랑의서비스품질은행
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4)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고객만족의 매개효과(mediat-
ing effect)를 검정하기 위해서 3가지 회귀방정식
을사용하였다. 첫째, 서비스품질의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매개변수인 고객만족을 종속변

수로, 둘째, 행동의도를종속변수로, 셋째, 독립변
수(서비스 품질 하위요인)에 매개변수(고객만족)
를 추가하여 종속변수 행동의도에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검정하기위해서는첫단
계에서독립변수가매개변수에유의한관계가있

고, 두 번째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유의하며, 세

<Table 9> Effect of Japanese restaurant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mediated 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F R2 Adjusted R2 

1 step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services 0.432 10.738*** 93.279 0.605 0.598

Food quality 0.414 10.290***

Food quality 0.281 6.986***

Physical environment 0.407 10.099***

2 step
Behavioral 
intention

Employee services 0.366 8.856*** 85.265 0.582 0.575

Food quality 0.460 11.140***

Food quality 0.404 9.781***

Physical environment 0.270 6.548***

3 step
Behavioral 
intention

Employee services 0.190 4.121*** 90.210 0.650 0.643

Food quality 0.289 6.361***

Food quality 0.289 6.951***

Physical environment 0.102    2.250*

Customer satisfaction 0.411 6.808***

 *p<0.05, ***p<0.001.

번째, 독립변수와매개변수가종속변수에 유의하
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의 표준화계수(β)값이 세
번째단계의 표준화계수(β) 값보다 더커야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하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하면 부분매
개역할을한다고한다(bennett JA, 2000). 본연구
에서는 고객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일식레스
토랑서비스품질의하위요인들은매개변수인고

객만족(p<0.001)에서 유의하였으며, 2단계에서도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들이 행동의도(p< 0.001)
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다. 그리고마지막 3
단계에서도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들(음식의 품
질, 음식의 가치, 종사원의 서비스 p<0.001, 물리
적환경 p<0.05)이행동의도에유의하였고, 2단계
의표준화계수(β)값이 3단계의표준화계수보다는
종사원의 서비스(0.366>0.190), 음식품질 (0.460 
>0.289), 음식가치(0.404>0.289), 물리적환경(0.270 
>0.102)으로 분석되어고객만족이매개의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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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지만,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게분석되어부분매개의효과가있는것으

로 판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식레스토랑의 서
비스품질이고객만족을매개로행동의도에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부산지

역에거주하는외식소비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

사를시행하여실증분석을하였다. 연구의목적으
로는 단골고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일식레스토

랑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들의 행동의도(재방문, 
추천, 충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일식 레
스토랑경영자들에게단골고객유치를위한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을 요
약하면, 첫째, 서비스품질 18개의 변수는 4개 요
인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는 종사원 서비스

0.820, 음식의 품질 0.831, 음식의 가치 0.780, 물
리적 환경 0.760으로 나타났다. KMO(Kaiser-Me-
yer-Olkin)값은 0.918이고, 누적분산비율은 64.206
이며, 변수간의상관이 0인지를검정하는 Bartlett
의구형성검정통계치가 1,825.170(p=0.000)을나
타내었다. 고객만족에 대한 신뢰도는 0.835를 나
타내었고, KMO(Kaiser-Meyer-Olkin)값은 0.856
이고, 누적 분산 설명력은 60.701%이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가 436.304(p=0.000)로 분
석되었다.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항목의 신뢰성

0.872를 나타내었고, KMO(Kaiser-Meyer-Olkin) 
값은 0.857, 누적 분산 설명력은 67.178%이며, 
Bartlett의구형성검정통계치가 627.295(p=0.000)
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검정을위한분석결과는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에 독립변수인 일식레스토랑의 서비

스품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은 종사원의 서비스(β=0.432, p<0.001)

였으며, 가장 낮은 영향력은 음식의 가치가(β= 
0.281, p<0.001)를 나타내었다. 설명력을 나타내
는 R2은 60.5%를나타내었고, 회귀식의모형접합
도를 나타내는 F값은 93.279(p=0.000)를 나타내
어서 회귀식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H1인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은고객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
택되었다. 가설 H2의분석결과에서는고객만족(β
=0.411, p<0.001)에서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분석되었고, 전체모형의 R2=0.650으로 회귀식
이 전체변동의 65.50%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0.210 (p=0.000)으로 회귀모형은 분석하기에 무
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가설 H2인일
식레스토랑의 고객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H3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독립변수인

일식당 서비스품질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요인은 음식의품질(β=0.460, p<0.001)을이
었고, 가장 낮은 영향력은 물리적 환경(β=0.270, 
p<0.001)나타내었다. 이는 일식레스토랑을 이용
하는 외식 소비자들은 음식의 품질이 재방문 및

추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58.20%를나
타내었고, F값은 85.265(p=0.000)를 나타내어서

회귀식은적당한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로
가설 H3인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은행동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가설 H4의 고객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

과로는 1단계에서 일식레스토랑 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들은매개변수인 고객만족(p<0.001)에서
유의하였으며, 2단계에서도서비스품질의하위요
인들이 행동의도(p<0.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도 서비스품
질의하위요인들(음식의 품질, 음식의 가치, 종사
원의 서비스 p<0.001, 물리적 환경 p< 0.05)이 행
동의도에 유의하였다. 2단계의 표준화계수(β)값
이 3단계의 표준화계수보다는 종사원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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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6>0.190), 음식품질 (0.460>0.289), 음식가치
(0.404>0.289), 물리적 환경(0.270>0.102)로 분석
되어 고객만족이 매개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3단
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게 분석되

어 부분매개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

겠다. 따라서일식레스토랑의서비스품질이고객
만족을매개로행동의도에영향을미친다는가설

은 부분채택되었다.
다음은본연구에서의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

일식레스토랑의마케팅활성화방안에대한시사

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본연구를통해일식
당을방문하는고객들은인지된서비스품질이결

과적으로고객만족및행동의도에영향을준다는

이론적 기반을 검증함으로써, 일식당 경영자들은
높은수준의서비스품질을고객에게제공하는것

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특히 고객만족에는 종사원의서비스
가가장큰영향력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선행
연구 Kim KMㆍChoi BC(2012) 패밀리레스토랑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응대

성이가장 큰 영향력을나타내어본 연구와일치

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일식레스토랑을방문하
는고객들은인적서비스에서만족을느끼는것으

로판단된다. 행동의도(재방문, 추천, 충성도)에는
음식의 품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일식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외식소비자들은

재방문의나 추천 등에서 음식의 품질이 좋아야

다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oi JH 등
(2006)은 일식 전문식당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연
구에서전체만족도를높이는데는음식만족이가

장 크게 영향을미치고있으며 그다음이서비스

에 대한 만족이라고 하여본 연구와 비슷한결과

를 제시하였다. 일식레스토랑경영자들은음식의
품질이 단골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

인임을경영자들은인지하여야하겠다. 따라서일
식레스토랑 경영자들은 음식의 품질과 종사원들

의 교육을 통하여 품위 있는 인적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한편, 

상대적으로음식가격과가치는인지된서비스품

질 중 고객만족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일식레스토랑을이용하는고객들은가
격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또한, 인지된서비스품질중물리적환
경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상대적으

로낮은영향력을나타내었다. 일식레스토랑을재
방문하는 의도는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품질 중

가장낮은영향력을나타낸것이다. 일식레스토랑
을이용하는고객들은시설과환경보다는종사원

의서비스나음식의품질을중요하게인식한다는

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일식레스토랑경
영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마케팅 전략으

로활용하였으면좋겠다. 본연구의한계점으로는
표본을 부산․경남지역 한정된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전국적,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른
일식당을설명할수없다는점이다. 일식레스토랑
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전국

일식레스토랑을대상으로지역별, 규모, 지방특색
에 따른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에 따른 재방문

의도에 따른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 품질요인과

행동의도(재방문, 추천, 충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일식레스토랑 경영자들에게 단골고객

의 유치 전략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식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실증분석을하였다. 연구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
을활용하여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가설검정을 위해서 다중(단순)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결과,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사원의 서비스

가 가장 큰 영향력을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적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일식레스토랑의 고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1호(2015)188

객만족도는 행동의도 즉, 재방문, 추천의도, 충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식당
서비스품질이행동의도에가장큰영향력을미치

는 요인은 음식의 품질이었고, 가장 낮은 영향력
은 물리적 환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식
레스토랑을이용하는외식소비자들은음식의품

질이재방문 및추천에가장 큰 영향력을미치는

것으로판단할수있겠다. 본연구를통해일식당
을방문하는고객들은인지된서비스품질이결과

적으로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기반을 검증함으로써, 일식당 경영자들은
높은수준의서비스품질을고객에게제공하는것

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특히 고객만족에는 종사원의서비스
가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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