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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이

고객 감정반응과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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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on CRM oftKorean restaurant guests to test the emotional response and behavioral intention. 
Three kinds of variables(servic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from Korean restaurant guests 
were set to test the CRM.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quality of service, quality information, and quality system with all customer emtional reaction. 
Second, the results also found that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quality of service (β=.104, P<.01), 
information quality (β=.215, P<.001), and system quality (β=.682,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for customer behavior (+). Third, CRM quality of service, quality information, and 
quality of the restaurant system are shown to influence the behavior and it also showed that both the 
part-media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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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고객관계 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라하여빠
르게 변화되고, 특히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
는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디지털미디어환경의변화는어느분야를 
막론하고, 1998년부터 민간기업에서부터 시작되
었으며, 지금은국내외대부분의기업이도입하여
이윤창출을 위한 기반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활용하고있다. 프랜차이즈한식당은최종사용
자를중심으로하는서비스품질의우수성이프랜

차이즈한식당에대한신뢰성과만족도의주요평

가속성이된다. 그러나지금까지의프랜차이즈한
식당에서는서비스품질의우수성보다는맛과분

위기가 중요시 되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기대 서
비스수준을 충족하기보다는 맛과 분위기를 기반

하여운영되어왔기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성장
과경쟁의심화는외식프랜차이즈시장에서도찾

아볼수있다. 현재외식산업시장에서치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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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인해 타 기업과의 차별화나 또는 신규고

객의 유입,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질의 향상, 친절한 고객응
대, 또는매스미디어를통한광고등다양한전략
을세우고있다. 이중가장눈에띄는것이멤버십
고객을만들어이멤버십회원에게는특별한혜택

을 주는 전략이다(Noh SH 2008; Kim DC 2007).
프랜차이즈한식당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 Lee 

SH․Lim BK(2015)의 프랜차이즈한식당 종사원
의직무만족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 Lee SH․ 
Park HP(2014) 프랜차이즈한식당을중심으로한
고용형태에 따른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영향관계와같이한식당에종사하는종사원을대

상으로한연구와 Moon SS․Park DS(2016)의 프
랜차이즈 한식당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과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Yoon SH 
(2015)의 중국 북경진출주요 한식당 프랜차이즈
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고객충
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서수행된프랜차이즈한식당관련연구로서는서

비스품질이나고객만족에대한연구로집중된경

향이 있었으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한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고객감정반응을 매

개변수로 하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고객관계

관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고객의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

고, 고객들의 감정에 따른 고객 행동의도가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객 행동의도는 구
전의도, 재방문의사, 이용의도를하위 요인을 두
어프랜차이즈한식당의고객만족도를유의적관

계를 분석하여 인과적 관련성을 도출하여 향후

프랜차이즈 한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의 서비

스, 품질 등을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매출증
대에이바지할수 있는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시

사점 및 발전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１. CRM 품질 특성

현재까지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의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즉, 고객관계 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관련된 연
구들이중점적으로수행되어왔다. 특히외식기업
은 고객과 직접 대면접촉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CRM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량고객의 소비행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별고객관리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CRM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마
케팅관점, 정보기술적관점, 전략적 관점등으로
구분할수있다. 마케팅관점의 CRM은지속적고
객관계지향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마케팅을 근간

으로하고있다(Lee HS․Lim JH 2003).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통해신규고객획득및기존고객

을 유지하고, 고객 수익성을 증대시키며, 고객행
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
으로정의한다. 서비스에대한정의는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무형성(intangibility)과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다. 서비스는 행위, 프로세
스결과로이루어져있다(Zeithaml VA․Bitnet MJ 
1996). 정보의목적은고객 CRM 관련데이터를더 
체계적으로조직, 배치, 보급하여종사원이 더신
속하게고객에대해대응하고, 고객에대한서비스
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고객과 개인적인 의사
소통이원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Bose(2002)
에의하면, CRM의핵심은고객과직원사이의어
떠한상호작용에서고객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

해 IT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후 데이터는 고객과의 더욱 개인적이고 고객 지

향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인 ‘정
보’로개발된다. 즉, CRM은더많은상품과서비
스를 판매하고,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고객에대한지식을획득하고, 분석하고, 활
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Lee EK 2009).

２. 고객 감정반응과 고객 행동의도

고객감정반응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 소
비자에대한고객감정반응을정의하는학술적인

연구가진행되었는데, Holbrook & Hirshman(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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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DW(2003), Kim SS(2010) 등전형적인소비자
연구에서는 ‘이성적이고합리적인소비자‘에초점
을맞추어소비자의인지적인행동을규명하려노

력해왔다. 이러한노력에의해소비자행동연구
에서는마케팅자극에대한소비자의반응을인지

적관점보다는감정적관점에서보아야한다는주

장이제기되면서, ‘감정’의개념을소비자에적용
시킨고객감정과그반응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

기 시작하였다(Jo MN & Yang IS 2006). 이러한
차원에서 감정반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보

면, 감정반응을구성하는다양한요인들이제시되
고 있다. 즉, Plutchik(1980)는 감정반응EPI(Emo- 
tion Profile Index)으로구분하면서, 인간에게는두
려움, 분노, 기쁨, 슬픔, 수용, 역겨움, 기대, 놀라
움의 8가지 기본감정이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고, 국내에서는 Kim SH(2011)가고객의감정
반응을 간단히 정리하여 즐거움, 각성, 지배성으
로 구분하였다. 즉, 즐거움은 레스토랑 내에서의
고객들의 좋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
며, 환기는 고객들이 자극되고, 흥분되며, 활동적
인것을의미한다. 또한, 본질적 요인과 비본질적
요인은 환경적 영향에 따라 고객은 레스토랑 내

에서 경험하는 자유로움의 정도를 나타낸다(Cho 
YB 2009).
소비자이론에서행동의도에대한개념적정의

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본결과, 인간의행위의결정요인과관련하여
Ajzen & Fishbein(1980)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제
시하였다. 그이론에서행위는행동의도에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의도와 태도는 주관적 규범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행동의도에 의해
소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고는 마케팅 담

당자에게중요한의미를부여하며, 실제로소비자
구매의도에 따라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정보는

수요예측에상당한도움을주게될것이다(Engel 
et al 1995). Gremler(1995)는 고객이 일정기간 동
안 일관성을 가지고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

하는 행동적, 태도적, 인지적, 반응이라고 정의하

였다. 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더많은정보를알
고, 불만족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곳으로
미련 없이 떠나버림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

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Harris & Reynolds 2003). 
Jung IK와 Park CJ(2004)는 고객 충성도는 크게
서비스충성도, 상표 충성도, 점포 충성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고객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의서비스나재화를반복하여이용하게될가능성

에관하여말하는것이다. Ryu et al(2008)의연구
결과에따르면레스토랑의이미지는지각된가치,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는고객만족및행동의도에영향을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70∼1990년대새로운 기술
혁신만으로고객을만족시키며, 독자적시장을구
축하던시대는지나갔다. 산업간경쟁이심해지고
고객의 취향과 제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게

되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고객만

족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되었다. 특히 무형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업에서 고객은 돌보아야 할

손님, 가장 높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
재로 인식되어졌다. 그리고 우호적인구전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준다. 이렇듯 고객의
충성도가높아지면마케팅비용의절감과고객감

소로 인한 고객 전이비용의 절감, 긍정적인 구전
효과를얻을수있다(Kim KB․Jang HS 2006). 위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행동의도를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 될 주관적인

기능으로서의도는개인의주관적인상태이며, 재
방문 의도, 재구매 의도와 구전의도로 구성되는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１.연구모형

본연구에서는한식당고객들이인지하는 CRM 
품질특성이감정반응과고객행동의도에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 한식당고객들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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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Research model.

하는 CRM 품질 특성이 고객 행동의도의 관계에
서감정반응의매개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선행

연구자들의연구결과에대해인과관계를이론적

근간을 두고 진행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행 연구를 통해여러 가지변수들을근거

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

CRM의도입은목표고객과의관계를장기적으
로유지함으로써기업의성과를제고시키는것이

다. 고객의구매행동유형들은기업수준의구체적
인 성과지표로서 활용되는데, 즉 고객 유지율과
고객 점유율 그리고 고객 수익성이 기업 수준의

성과를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들이다(Lehtinen U 
1991). 이에 Kim MH(2013)는 CRM 품질 특성을
서비스 품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3가지로구
분해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 이
용객들이인지하는 CRM 품질의특성을위의 3가
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각각문항별로분류작성하여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고객 행동의도

고객 행동의도는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에서의

상품의 구매 또는 한식당에서의 서비스 제공 후

고객이자발적으로호의적또는비호의적행동의

도를가지고재이용또는타인에게추천의도를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고객 행동의 측정을 위
해 구전의도, 재방문의사, 이용의도 등을측정하
고자 한다. 설문 항목은 Han JS․Hyun KS(2009)
가사용했던 5문항으로분류작성하여 ‘전혀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고객 감정반응

감정은긍정적감정과부정적감정의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외식산업에서 감정
반응이란 소비자가 소비 경험 등 특정 자극에서

받은긍정적감정과부정적 감정을 말한다(Oliver 
1993).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국한하
여고객들이외식업체에서느끼는감정을측정하

도록 하였다. 측정을 위해서 Hak HK(2014)의 연
구를재해석하여연구를하였다. 설문문항은 4문
항으로 분류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그렇다’를 5점까지 Likert 5점척도를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3.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한식당 고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특성이감정반응과고객행동의도에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한식당 고
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이 고객 행동의
도의 관계에서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한식당 고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에따른하위변수를서비스품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3가지로분류하였다. 따라서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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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을 설정

하였다.

H1: 프랜차이즈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은 감정반응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1: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서비스품질특성은감정반응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정보 품질특성은감정반응에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3: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시스템품질특성은감정반응에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 고객 감정반응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프랜차이즈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1: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서비스품질특성은고객행동의도

에 미칠 것이다.
  H3-2: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정보 품질특성은고객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프랜차이즈한식당이용객들이인지하

는시스템품질특성은고객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고객 감정반응은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
하는 CRM 품질특성과고객행동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1: 고객감정반응은한식당이용객들이인
지하는서비스품질특성과고객행동

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H4-2: 고객감정반응은한식당이용객들이인

지하는정보품질특성과고객 행동의

도와의관계에서매개역할을할것이다.
  H4-3: 고객감정반응은한식당이용객들이인

지하는 시스템 품질 특성과 고객 행동

의도와의관계에서매개역할을할것이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6년 3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프랜차이즈한식레스토랑을이용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과취지를설명한후, 자료수집을수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의설문지는제외한총 276부의유효한설문
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든 설
문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으며, SPSS 
22.0을사용하여통계처리하였다. 먼저설문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하고, 설문도구의내적일치도를알아보기
위해 Cronbach 값을구하였다. 설문대상자의일
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기초
분석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가설검증을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본의 성별은 여성(50.9%)이 상대적
으로 많았으며, 결혼여부는미혼(72.1%), 교육수준
은 전문대학 졸업(49.3%), 연령은 20∼29세(56.6 
%), 직업은 학생(56.2%)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1) 한식당 이용고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

질 특성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식당이용고객들이인지하는 CRM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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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76) 

Division Frequency Ratio Divis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27 46.0 Martical

status

Married 139 50.4

Female 149 54.0 Not married 137 49.6

Visits

None 12 4.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 3.6

1∼2 160 58.0
College 46 16.7

3∼4 49 17.8
University 179 64.9

4∼5 41 14.9

Graduate school 41 14.95≤ 14 5.1

Age

≤20 88 31.9

Occupation

Student 53 19.2

Service 51 18.5
20∼29 98 35.5 Professional, white collar 86 31.2

30∼39 47 17.0 Civil servant 50 18.1

Homemaker 11 4.0
40≤ 43 15.6 Etc. 25 9.1

에 대한 요인 및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
인적재값 추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방
식을택하였고, 회전방식은 Varimax 방식을택하
였고, 부적절한설문문항제거 기준은 0.6 이하를
기준으로하였다. 분석결과, 각 변인들의분산 설
명력은각각 CRM(74.742%), 고객행동의도(64.919 
%), 감정반응(64.546%)로전부 50% 이상을 충족
했으며, KMO 값은각각 0.833, 0.826, 0.655, 구형
성 검정통계값은 1,469.396(p=0.000), 652.141(p= 
0.000), 520.075(p=0.000)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
을하기에 적합하게나왔다. Cronbach 값은전부
0.7 이상으로나와, 설문도구의내적일치도도양
호하였다.

3. 상관관계분석

각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관계

수 방향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예측타
당성이있다고할수있다. 특히고객행동의도와
시스템의 관계(r=.794, p<0.01)로 제일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가설검정

1) 프랜차이즈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은 고객 감정반응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검증하기위해독립변수는한식당이
용객들의 CRM 중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시스
템 품질 3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매개변수인 고객 감정반응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

에제시된바와같이투입된 3개의독립변수중에
서 서비스 품질(β=.194, P<.001), 정보 품질 (β
=.262, P<.001), 시스템품질(β=.335, P<.001)로종
속변수인고객감정반응에대하여유의한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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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s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KMO

Bartellet
Cronbach


CRM

Quality of 
service

Promised services .872

2.276 23.909

KMO=.833
Bartellet=
1,469.396***

.834Personal considerate .866

Quick service .863

Information
quality

Customer data .898

2.391 22.760 .822Customer management .839

Customer resources .838

Quality
system

Business process interaction .881

2.807 28.073 .870

Business process objectives .869

Leverage information
technology for reciprocity

.861

Utilizing a variety of
customer needs

.785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Preferred restaurant .849

3.246 64.919
KMO=.826
Bartellet=
652.141***

.865

Continuous use .830

Postive WOM .812

Use the expensive price .774

Prefered over closer options .761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Happiness .835

2.582 64.546
KMO=.655
Bartellet=
520.075***

.816
Pleasure .811

Excitement .798

Comfort .768

***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Division
Quality of

service
Information

quality
Quality
system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Quality of service 1

Information quality .559** 1

Quality system .379** .339** 1

Customer behavior 
intention

.483** .505** .794** 1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367** .428** .459** .526** 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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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RM quality and emotional reaction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1.884E-16 .051  .000 1.000

Quality of service .194 .063 .194 2.090**  .008

Information quality .262 .062 .262 4.214***  .000

Quality system .335 .056 .335 6.018***  .000

R2=.300, Adjusted R2=.292, F=38.840, P-value=0.000**

** P<.01, *** P<.001.

<Table 5> The result of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s emotional reaction and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1.615E-17 .051   .000 1.000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526 .051 .526 10.243***  .000

R2=.277, Adjusted R2=.274, F=104.927, P-value=0.000**

*** P<.001.

2) 고객 감정반응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를검증하기위해독립변수는고객감정
반응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개의 변수로 설정
하였고, 종속변수는 고객 행동의도를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된 고객 감정반응이

종속변수인고객행동의도에대하여유의한정(+)
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요
인에대한 베타값이 높을수록 조직 효과성에 미

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프랜차이즈 한식당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을검증하기위해독립변수는한식당이
용객들의 CRM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출된 3개
의변수로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고객감정반응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
된 3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서비스 품질(β=.104, 
P< .01), 정보품질(β=.215, P<.001), 시스템 품질
(β= .682, P<.001)은종속변수인고객행동의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고객 감정반응은프랜차이즈한식당 이용

객들이 인지하는 CRM 품질 특성과 고객

행동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해 Baron
과 Kenny(1986)가제시한 3단계회귀방식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7>에서 한식당이용객들의 CRM 중 서
비스 품질은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고객감정반응의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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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RM quality and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1.272E-16 .033  0.000 1.000

Quality of service .104 .041 .104  2.519*  .012

Information quality .215 .041 .215  5.308***  .000

Quality system .682 .036 .682 18.760***  .000

R2=.701, Adjusted R2=.697, F=212.278, P-value=0.000**

* P<.05, *** P<.0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of CRM on consumer behavior (N=276)

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Quality of service →
Customer emotional response

.367 .056 .367 6.535 .000*** 42.710 .135

2
Quality of service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483 .053 .483 9.143 .000*** 83.434 .233

3

Quality of service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335 .051 .335 6.509 .000***

81.568 .374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403 .051 .403 7.831 .000***

*** P<.001.

회귀계수를비교하였다. 2단계에서고객행동의도
에 대한 회귀계수는 .483이고, 3단계의경우 .335
로 나타나 고객 감정반응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식당 이용객

들의 CRM 중서비스품질은고객행동의도에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품질이 고객
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고객감정반

응의매개효과를살펴보기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 고
객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05이고, 3단계
의경우 .342로나타나, 고객감정반응은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 한식당 이용객들의 CRM 중 시
스템품질은고객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 시스템 품질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
치는영향과관련하여고객감정반응의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
귀계수를비교하였다. 2단계에서고객행동의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794이고, 3단계의 경우 .700으
로 나타나, 고객 감정반응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한식당이용객들의 CRM이 고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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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diating effect of the service quality of CRM (N=276)

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Information quality →
Customer emotional response

.428 .055 .428 7.830 .000*** 61.302 .183

2
Information quality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505 .052 .505 9.680 .000*** 93.694 .255

3

Information quality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342 .053 .342 6.457 .000***

81.100 .373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380 .053 .380 7.163 .000***

*** P<.00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the system quality of CRM (N=276)

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Quality system →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459 .054 .459  8.551 .000***  73.117 .211

2
Quality system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794 .037 .794 21.653 .000*** 468.834 .631

3

Quality system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700 .039 .700 17.746 .000***

270.025 .664
Customers emotional response →
Customer behavior intentions

.205 .039 .205  5.186 .000***

*** P<.001.

동의도에얼마나영향을끼치는지측정하였다. 특
히 한식당 이용객들의 CRM이 고객 행동의도 중
고객감정반응을매개효과로어떤영향을미치는

지선행연구를토대로변수간의영향관계를규명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조사는 설문 조사는 2016
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시행하였으며, 설문
대상은프랜차이즈한식레스토랑을이용한경험

이 있는 서울 및수도권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

구목적과취지를설명한후, 자료수집을수행하
였다. 총 300부의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의설문지는제외한총 276부의유효
한 설문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든설문 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으
며, SPSS 22.0을사용하여통계처리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분석을위하여탐색

적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위해 Cronbach 값을구하였다. 설문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

였고,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변수의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가설검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5호(2016)92

증을위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의결
과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독립변수는 한
식당이용객들의 CRM 중서비스품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등 3가지를변수로설정하였고, 종속
변수는 매개변수인 고객 감정반응을 다중회귀분

석으로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결과는 <Table 
4>에제시된바와같이, 투입된 3개의독립변수중
에서 서비스 품질(β=.194, P<.001), 정보 품질(β= 
.262, P<.001), 시스템 품질(β=.335, P<.001)로 종
속변수인고객감정반응에대하여유의한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독립변수는고객감정반응의요인분석에

서 도출된 1개의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고객행동의도를 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단
순회귀분석의 결과는 고객 감정반응이 종속변수

인 고객 행동의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식당 이용객들의 CRM에 대한 요인분

석에서 도출된 3개의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
수는 고객 감정반응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투입된 3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서
비스 품질(β=.104, P<.01), 정보 품질(β=.215, 
P<.001), 시스템 품질(β=.682, P<.001)은 종속변
수인 고객 행동의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
향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한
식당이용객들의 CRM 중서비스품질은고객행
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
품질이고객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고객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
계와 3단계의표준화된회귀계수를비교하였다. 2
단계에서 고객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483
이고, 3단계의경우 .335로나타나고객감정반응
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한식당이용객들의 CRM 중 서비스 품질은 고객
행동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
품질이 고객행동의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고객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

계와 3단계의표준화된회귀계수를비교하였다. 2
단계에서 고객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05
이고, 3단계의경우 .342로나타나고객감정반응
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한식당이용객들의 CRM 중시스템품질은고
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품질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고객 감정반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표준화된회귀계수를비교
하였다. 2단계에서 고객 행동의도에대한 회귀계
수는 .794이고, 3단계의경우 .700으로나타나, 고
객 감정반응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식당 이용객
들의 CRM 중 서비스, 정보, 시스템은 모두 신뢰
성및타당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 향후연구
에서도이러한구성요인을바탕으로보다많은항

목으로개발될것이라고본다. 둘째, 서비스, 정보, 
시스템 품질은 모두 다 고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CRM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어느것하나소홀히하지않고신경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한식당관리자들은 보다세심한
계획과관리가요구되어지며, 고객들의 감정반응
과 행동의도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고

객만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 연

구의방향에대해서언급하고자한다. 첫째, 본연
구는조사대상에대한표본의한계점이있다. 수
도권한식당을한정했기때문에전국으로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전체적인 식당이나
레스토랑이아닌요즘유행하는한식당뷔페를타

깃으로했기때문에호텔이나여러레스토랑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연구가 되리

라고 판단된다.
향후연구에서는한식당이아닌일식당이나중

식당, 포멀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종사
원들의 감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다음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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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삼는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 이용객들의 CRM이 고
객행동의도에얼마나영향을끼치는지측정하였

다. 특히한식당이용객들의 CRM이고객행동의
도 중 고객 감정반응을 매개효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선행연구를토대로변수간의영향관계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는 한식당
이용객들의 CRM 중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시
스템 품질 3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
는 매개변수인 고객 감정반응을 다중회귀분석으

로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결과는서비스품
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모두종속변수인고객
감정반응에대하여유의한정(+)의영향관계가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는 3개의독립변수중에서서비스품질(β=.104, 
P<.01), 정보 품질(β=.215, P<.001), 시스템 품질
(β=.682, P<.001)은 종속변수인 고객 행동의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식당이용객들의 CRM 중서비
스품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은고객행동의도
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모두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CRM, 고객 감정반응, 고객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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