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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시장은 공공의 문화공간으로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교류 중심지로써, 
지역성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 및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매개공간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Shim & Chang, 
2016). 그러나 전통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꾸준
히 쇠퇴하는 산업집단으로 소규모 지역경제 쇠퇴에 대한 상

징으로 언급되어 왔다(Jung, 2015). 이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업태의 출현과 홈쇼핑 등 새로운 업체의 등

장 및 확산, 더불어 소비자들의 생활환경 변화, 편의성을 중
시하는 소비행태가 침체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

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Ko, 2016). 따라서 전통시장의 문
제는 영세상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지역

내 생산자 보호와 지역문화 창출 측면에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Park & Sun, 2013). 이에 정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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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the important service quality of the emerging night market as an alternativ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This study also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on customers' emotions, behavior intention and local performance in night marke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operation pl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
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6.0 Version, a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various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 all the service quality factors (convenience, food, event 
program, physical environ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positive emotion, and the service quality 
factors except event program had a negative (-) effect on negative emotions. Second, the service quality 
factors had a partially positive (+) effect on behavior intention and local performance. Third,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had a effect on behavior intention, however, the positive emotions had a positive 
(+) effect on local performance. Consequently, the present study confirmed that service quality in the 
night market is important factors for emotions, behavior intention, and local performance.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capable of being the basic data for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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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영업

개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마케팅 활동 지원, 상인
교육 연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정부의 막

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4). 결과적으로, 단순한 정책의
변화 및 시설 현대화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결법 및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ark, 2017).
이러한 환경 하에서 야시장 도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촉매제로 보고있다(신창호, 2013). 최근행정안
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바

탕으로 야시장 육성 사업으로의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그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가진 관광의요충지로부상시켜 지

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대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야
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은 그 도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밤 문화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전통의 일
부이기 때문에(Tsai, 2013)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시의
기능과 환경 등이 어느 정도 비슷한 도시들의 경우에는 도

시상품의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도시브랜드의 차

별화는 매우 중요한데(Hor,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야시장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전통시장 내 야시장 운영은
청년 및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사회

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야시장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Nam, 2017).    
국내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로 전통시장 현대

화 사업을 통한 개선방안(Cho, 2013; Kim & Ryu, 2016; Lee, 
Han & Lee, 2009; Lee, Kim & Kim, 2013)과 고객만족 및 행
동의도를위한활성화요인을도출하기위한연구(Lee, 2017a; 
Lee & Yoon, 2014)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2013년 제1호 ‘부평깡통 야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제10호 ‘묵호야시장’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야시장과 관련 실증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야시장의 재방문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야시장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는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대안으로부상하고있는 

야시장의 중요한 서비스 품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

악하고, 이러한품질이고객의감정을통해재방문을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속적인 야시

장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야시장 운영과 관
련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자원으로써의 중요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야시장의 활성화 뿐 아

니라, 새로운 야시장 구축, 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
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야시장 서비스품질

전통시장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Kim(2012)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쇼핑현장에서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

으로 느끼는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사전기대를 충족시켜주

기 위해서비스 제공자인 상인과 부대시설들이 제공하는 유

형의 제품과 무형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
의 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을 위한 서비스 품질로써 편의시설 확충, 먹거리 및 특산품, 
전시․공연․축제, 특색 있는 시장 조성 등의 외부요인들이
재방문이나 이용 빈도에 중요한역할을 하고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Cho, 2013; Kim, Cho, & Lee, 2010; Park, 2015).
우선, 관광활동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이 독특한문화와 관

광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장 내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환경 개선, 각종 시설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Kim, 2017; Lee et al., 2013). 즉, 쇠퇴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후된 공간으로 사람들에

게 인식되는 전통시장의 환경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특성

화․세분화 과정을 거친 개선(출입구, 시설물, 사인시스템, 
색채, 편의시설, 놀이 공간, 주차장, 각종 이벤트, 연출 등)은
시장 운영의 편의성과함께 방문객의 이용률증진과 자연스

러운인식 개선, 그리고 지역의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기
대할 수 있다(Shim & Chang, 2016). 또한 음식은 즐거움을
제공하고문화적 활동으로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

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Jeong, 2011). ‘음식관
광’이란관광지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음식 구입, 음식만드는
장소 방문, 음식 축제 방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거
나 직접체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문객이 관광지에서경험

하는 모든 음식 관련 활동이라 할 수 있다(Kang, 2016). 
Shim(2013)은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 음식점에 대
해 재방문 의도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먹거리가 빠지지 않은 야시장은 ‘음식관광’의 요
충지로서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요소중 ‘다양한전시공연및 문화체험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ark, 2015). 축제와 문화이벤트는 관광
객들에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될 특별한 이유를 제공하며, 
문화관광객을 유인하는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재방문

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도구가 된다(Kim, 2012). 따라서
Kim(2016)은 전통시장의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시장을 알
리고, 지역 내․외 주민의 방문 증가, 시장의 매출증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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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므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

속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
경은 서비스가 창출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서비스의 수행 또는 소

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재를 의미하며, 관광객의 인상과
기대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Yang, 2015). 특히, 보행환경이 전통시장 만족에 영
향을 미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시 보행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Chung, 2012).

2.2. 감정

1980년대부터 고객행동연구에서 감정적 측면에 대한 연
구가 시작되었고, 고객의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Meharbian & Russell(1974)의
PAD 모형이다(Hwang, 2016). 이는 환경 자극(stimulus)-유기
체(organism)-반응(response) 모형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유기
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감정과 인식에 의해 나타난다

(Jeon, Kim & Jeong, 2016). 즉, 감정반응이란 어떠한 대상이
나 장소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

려고하는하나의학습된선유경향이며(Kim & Chung, 2014), 
환경자극으로부터 고객들이 표출하는 심리적 및 정서적 반

응이라 하였다(Seo & Kim, 2016; Yim, 2012). 이렇게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 환경에서 느끼는 즐거움, 불쾌, 환기 등의 감
정은 정서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놀라움,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된다
(Baek & Jeon, 2010). 
감정척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레

스토랑(Choi & Namkung, 2014; Jin, Park & Ryu, 2013; Kim, 
2012; Kim & Chung, 2014; Kim, Son & Jang, 2008; Park & 
Ryu, 2014; Yim, 2012)이나 축제(Chung, 2015; Hong & Kim, 
2005; Kang & Oh, 2010; Yoon & Song, 2016) 등 외부적 환경
의 자극으로 인해 인지되는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지각이

고객의 감정반응을 통해 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관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고객이 경
험하는 다양한자극 요소를 지각함으로써 감정이나 인지 반

응이 유발되어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다.

2.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개인의 의지와 신념으

로써 소비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중요하다(An & Kim, 
2009). 즉, 행동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
각된 감정의 결과로서 소비행동 전․후에 발생하는 내적 반

응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려

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지 또는 신념이며, 행동의도 중 지인
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 긍정적 구전, 재구매
의도는 긍정적인 행동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Ahn, 
Suh, & Han, 2012). 특히, 재방문 의도는행위적태도로, 소비
자가 어떠한 서비스가제공되었을 때 그 서비스를 반복적으

로 이용할 가능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의 과거방문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차 구입하려는 자신의의지

를 뜻한다(Hwang, 2016). 또한 긍정적 구전의지는 방문객이
체험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할 의향의 정도

를 말한다(Chung, 2015). 따라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쇼
핑 시 선호 구매제품에 따라 재구매 의도가 형성될 수 있으

며,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사이의 우호적 관계는 미
래의 거래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전통시

장 재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Shim, 2013).

2.4. 지역발전성과 

지역발전이란 시간과 지역공간의 변화과정으로 자연스

런 지역발전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발전 모두를 포함

한 개념이며(Oh, 2017), 지역발전성과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관광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결과
물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Jeon & Park, 2013). 
성과측정은 사업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조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있는지에대한 정보를제공하며수립

된 목표를 향한 사업체의 진척 상황을 알려주고 결함이나

정체상태를식별할 수 있게 한다(Lee, 2017b). 이러한 성과측
정에 대해 Venkatraman와 Ramanujam(1985)는 판매증가, 순
이익증가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인지적 측정과 객관적측정

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인지적 데이터는 BEP(Business 
Economic Performance)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관적 성과 측
정 사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

다고 하였다(Han & Yoon, 2011). 
축제성과는지역의특성을반영한 축제나 행사는지역경

제성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광성과 등 많은 기여를 하
고 있음을 강조하였다(Jeon & Kim, 2010; Lee, Nam, & Cho, 
2017; Nor & Kim, 2012). Lee(2017b)는 전통시장 성과에대해
매출액 증가, 고객의 수, 재구매 빈도의 지표를 인지적 성과
로 평가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 성
과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연구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

는 야시장의 중요한 서비스 품질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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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파악하고, 이러한 품질이 고객의 감정을 통해 재방문과 지
역발전성과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 이러한 결과는 야시장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흐름은 Fig. 1과 같다.

3.1.1.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감정

앞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야시장 서비스품질은 다양한 음

식을 제공하고, 편이성, 축제및 이벤트, 물리적 환경을제공
한다는 관점에서 레스토랑 및 지역축제의 품질과 높은 관련

성이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온 레스토랑 및 지역축제 품질과감정 사이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레스토랑의 편이성(Yim, 2012)과
물리적 환경(Kim et al., 2008)은 긍정적 감정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품질특성 중 음식은 긍정적 감정(Choi & Namkung, 2014; 
Jang & Namkung, 2009)과 부정적 감정(Jang & Namkung, 
2009)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이 느끼는 감정적 가치를 높이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Park & Ryu, 2014). 또한 지역축제 서비
스품질 중 경험적 품질(행사의 다양성, 향토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재미, 행사프로그램의 수준 등)과 과정적 품질
(접근성, 사고로부터의 안전성, 먹거리 품질의 우수성 등)은
지각된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실증 분

석하였고(Seong & Lim, 2008), 축제의 편이성은 긍정적인 감
정과 관련성이 있다 하였다(Chung, 2015). 
앞선 연구결과들을통해야시장의서비스품질은 긍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야시장 서비스품질(편의성, 음식, 행사프로그램, 물리
적환경)은지각된감정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H1-1 야시장 서비스품질(편의성, 음식, 행사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은 긍정적 감정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야시장 서비스품질(편의성, 음식, 행사 프로그램, 

물리적환경)은부정적감정에부(-)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2. 서비스품질과 행동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이성, 상품, 체험 프로그램, 외
부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고객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전통시장
의 관광동기 중 지역상품구매와 재래시장 분위기 체험요인

은 행동의도인 구전과 재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Lee 
& Yoon, 2014), 축제참가자가 인지한 행사프로그램과 편의
시설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Yang, Sun, & Ko, 2015). 또한 캐쥬얼 다이닝 레스토랑의
음식 특성은행동의도에직접적인영향을주며(Choi & Nam-
kung, 2014),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재방문을 직
접유도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Kim et al., 2008). 앞선연구결
과들을통해야시장서비스품질은고객의인지정도에따라

재방문과 긍정적인 구전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야시장 서비스품질(편의성, 음식, 행사 프로그램, 물리
적 환경)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서비스품질과 지역발전성과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상인뿐 아니라 고객 역시시장

활성화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Park, 2015), 문전
성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

시켜 경제적 유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Song, Lee, & Moon, 
2012).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 Lee, 2013), Lee & 
Lim(2015)는 봉평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차별화 된 시
장 특성 개발, 지역 주민의 문화축제, 이벤트 행사 주최, 전
통시장 시설 및 환경 개선, 디자인 요소 도입 등)를 통하여
방문객과 매출액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축
제 행사내용․축제음식․시설편의는 지역축제성과(환경, 경
제,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며(An & Cho, 2015), 지역축제의
환경단서(기념품, 편의시설, 접근성, 참여이익, 행사내용, 음
식)는 축제의 개최효과(경제, 문화, 환경, 사회)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Park, Cho & Lee, 2011).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은 방문객이나 지역주민의 만족

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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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야시장 서비스품질(편의성, 음식, 행사프로그램, 물리
적 환경)은 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4. 지각된 감정과 행동의도

고객은 환경적 요인또는외부자극에의해감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그 감정을 토대로 평가대상에 대한 믿음이나

평가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Seol, Park, & Jang, 2011). 
레스토랑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형성이 재방문과 기대 이

상의 비용 지출 그리고 타인에게 추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im et al., 2008), 외식기업을 이용한 고객의 긍정적
감정은 구전의도에 정(+)의 방향, 부정적 감정은 부(-)의 방
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k & Jeon, 
2010). 또한 외식업체에서 소믈리에 서비스를 받아 본 고객
을 대상으로 연구한 Jin et al.(2013)은 고객의 감정반응이 재
방문 의도에 있어 긍정적일수록 정(+)의 영향을,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통
해 야시장 이용후, 고객이인지한 지각된감정의 정도에 따
라 재방문뿐 아니라 추천에 대한 의지나 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중요한 선행변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4 지각된 감정(긍정적, 부정적)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1 긍정적 감정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부정적 감정은 행동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5. 감정과 지역발전성과

지각된 성과란 서비스나 상품의 사전기대에 대해 가졌던

기대수준과 실제 인지된 성과의 차이 정도이다. 지역축제의
긍정적 감정은 축제 만족을 일으키고(Hong & Kim, 2005; 
Kim, Lee, & Yoon, 2014; Shin & Jeon, 2015),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Kim, 2005). 그러
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소비

자들의 부정적인 행동 반응의 원인이되고 이는 기업에게도

부정적인영향을직접적으로미치는요인이된다(Kang, Jung, 
& Lee, 2016)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다양한 먹거리, 체험관광 및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즐겁고기분이 좋은 긍정적감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짜

증이나 불쾌한 부정적인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지각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H5 지각된 감정(긍정적, 부정적)은 지역발전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긍정적 감정은 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2 부정적 감정은 지역발전성과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야
시장의 서비스 품질은 ‘야시장 방문을 통해 얻은 전반적인
유․무형의 서비스에 따른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
(Kim & Jeong, 2015; Lee & Kim, 2012; Son, Hyun & Cho, 
2015)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편이성, 음식, 행사 프로그
램, 물리적 환경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총 15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지각된 감정은 ‘개인의경험에서 나
타나는 긍정과 부정의 주관적인 반응’이라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감정을 선행연구(Choi & Namkung, 2014; Jang & 
Namkung, 2009; Shin & Jeon, 2015)를 바탕으로, 행복함, 편
안함, 즐거움, 유쾌함 등의 긍정적 감정과 짜증, 불쾌감, 지
루함, 실망스러움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총 8문항을 구성하
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행동의도는 ‘야시
장을 참가한 고객이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인지정도

에 따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타인에게 긍정적

으로추천하려는의도’로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An & Kim, 
2009; Yang et al., 2015)를 바탕으로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다시구매할 것이다’를포함하여총 4문항을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야시장의 지역발전성과는 ‘야시장 운영
을 통해 얻어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이자 결과물’이라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An & Cho, 2015; Lee et al., 2017 )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를 포함하여 총 3문
항을 본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대를 포함하여 야시장 방문
횟수, 방문 목적, 하루 이용금액 등을 평가하였다. 

3.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조사를실시하기전 평가항목들의 이해도 및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해 조리․외식 전공대학생 및 일반인들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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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11일간)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평가
도구에서발견된문제점을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행정
안전부에선정된울산지역의야시장(제6호울산큰애기야시
장, 제8호 울산 수암 야시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비
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55부가
배포되었으며 평가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평가방법을 개별

적으로설명하고동의를얻은후실시되었다. 수거된설문지
에서응답의편중성향이너무강하거나결측값이발견된일

부설문지를제외하여총 288부(81.13%)를최종분석에이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6.0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방문횟수, 방문목
적, 이용금액)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
하였고, 둘째,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감정, 행동의도
및 지역발전성과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각 요인
들간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각변인들간의영
향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검증을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사용된 연구표본에 대한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95명(33.0%)과
여성 193명(67.0%)으로여성의비율이높았으며, 연령대별로
는 20대 165명(57.3%), 30대 39명(13.5%), 40대 56명(19.5%), 
50대 이상 28명(9.7%)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들의 야시장 방문 횟수는 ‘한 달에 1～2회 이상’ 102명
(35.4%)이 가장 높았으며, ‘1년 1～2회’ 78명(27.1%), ‘6개월
1～2회 이상’ 77명(26.7%), ‘1주일 1～2회 이상’ 29명(10.1), 
‘기타’ 2명(0.7%)의 순이었다. 야시장 방문 목적은 ‘친구나
연인과의 만남’ 131명(45.5%), ‘단순한 식사’ 74명(25.7%), 
‘여행 및 구경’ 64명(22.2%), 기타 19명(6.6%)으로 나타났으
며, 야시장 하루 이용금액은 ‘2만원 이하(44.4%)’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1만원 이하(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다양한측정항목들에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공통된 차원을 추출하여 소수의 요인들로 축
약하는 요인분석과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은 보다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분석법인 직각

회전인베리맥스(Varimax)를사용하여고유값(Eigenvalues)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88

General inform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95 33.0

Female 193 67.0

Age

20～29 165 57.3

30～39  39 13.5

40～49  56 19.5

50～  28  9.7

Visit 
count
(yr)

1～2 times/a year  78 27.1

Over 1～2 times/a week  29 10.1

Over 1～2 times/a month 102 35.4

Over 1～2 times/six month  77 26.7

Others   2  0.7

Visit 
purpose

A simple meal  74 25.7

Friendship 131 45.5

Travel and sightseeing  64 22.2

Others  19  6.6

Amounted 
used

(won)

～5,000   5  1.7

～10,000  88 30.6

～20,000 128 44.4

～30,000  38 13.2

Over 30,000  29 10.1

 

1.0보다 큰 것을 요인화 하였다. 그 결과, 총 8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야시장 서비스품질을 ‘편
의성’, ‘음식’, ‘행사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등 4개의요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2개의 요인, ‘행동
의도’와 ‘지역발전성과’로 각각 명명하였다. 또한 항목들 간
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내적일관성을 갖는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46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3과 같이, 각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와 방
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적
감정과 상호관련성 있는 요인들은 모두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서로 정(+)의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476∼.656, p<.01).

4.3.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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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inbach’s

Convenience

Toilets are clean and easy to use. .731

1.020 3.401 .646
Parking facilities are good and convenient. .658

Convenient facilities (bench, eating area) are good. .566

Accessibility is easy. .537

Food

There are many types of food. .756

2.071 3.919 .799
Food is unique and special. .746

The price of food is reasonable. .539

The overall taste of the food is excellent. .481

Event
program

There is a hands-on experience program. .825

1.228 4.095 .796
The event program is fun. .752

I knew the culture of the night market through the event program. .645

There are various event programs. .638

Physical
environment

The transfer passage was sufficiently secured. .810

1.090 3.634 .754Spac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store are good. .756

Noise is reasonable. .709

Positive
emotion

I felt happy. .773

2.252 7.506 .888
I felt pleasure. .769

I felt pleasant. .727

I felt comfortable. .632

Negative
emotion

I felt uncomfortable. .851

10.543 35.143 .881
I was irritated. .838

I felt bored. .817

I was disappointed. .758

Behavior
intention

I will buy again. .726

2.071 6.904 .897
I will revisit. .720

I am willing to visit continuously. .719

I will recommend it to others. .649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I think that it contributes to income improvement of the local people. .851

1.673 5.578 .870I think that it contributes to local public relations. .826

I think that it contributes to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802

KMO=0.910, Bartlett’s sphericity test=4,793.947, p=0.000, Total variance(%)=70.179

를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야시장 서비스 품질의 4개 하위 요인(편의성, 음
식, 행사 프로그램, 물리적 환경)이 감정의 2개 하위 요인(긍

정적, 부정적), 행동의도 및 지역발전성과에 각각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Table 6과 같다.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감정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R2 값이 각 38.9%, 20.0%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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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matrix

Items M±SDa) 1 2 3 4 5 6 7 8

1. Convenience 3.00±0.68 1

2. Food 3.31±0.74 .483** 1

3. Event program 2.83±0.71 .492** .520** 1

4. Physical environment 2.91±0.80 .382** .339** .314** 1

5. Positive emotion 3.40±0.75 .434** .530** .446** .438** 1

6. Negative emotion 2.34±0.81 -.347** -.380** -.312** -.289** -.476** 1

7. Behavior intention 3.28±0.87 .441** .656** .507** .380** .647** -.409** 1

8.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3.66±0.78 .242** .431** .275** .280** .503** -.240** .545** 1

** p<.01.

Table 4. Regression result between night market service quality and emo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ized
error (S.E)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value p-value

(Constant)

→
Positive 
emotion

.856 .195

Convenience .129 .063 .117 2.039 .042*

Food .319 .059 .314 5.440 .000***

Event program .159 .061 .150 2.601 .010*

Physical environment .223 .048 .240 4.663 .000***

R2=.389, Adjusted R2=.381, F=45.129, sig.=0.000

(Constant)

→
Negative 
emotion

4.333 .242

Convenience -.178 .079 -.149 -2.270 .024*

Food -.243 .073 -.220 -3.331 .001**

Event program -.095 .076 -.083 -1.255 .210

Physical environment -.133 .059 -.132 -2.239 .026*

R2=.200, Adjusted R2=.188, F=17.647, sig.=0.000

* p<0.05, ** p<0.01, *** p<0.001.

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5.129, F=17.647, p< 
0.001).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인 편의성(t=2.039, p<0.05), 음
식(t=5.440, p<0.001), 행사 프로그램(t=2.601, p<0.05), 물리
적 환경(t=4.663, p<0.001)은 모두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
향 관계가 있었으나,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 중 행사 프로그
램(t=-1.255, p>0.05)을 제외한 편의성(t=-2.270, p<0.05), 
음식(t=-3.331, p<0.05), 물리적 환경(t=-2.239, p<0.05)만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야시장의서비스품질이행동의도와지역발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식의 설명력은 R2 값이 각 47.9%, 
20.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F=64.967, F=18.480, p<0.001). 편의성(t=1.347, p>0.05)
을 제외한 음식(t=8.770, p<0.001), 행사 프로그램(t=3.475, 
p<0.01), 물리적 환경(t=2.859, p<0.01)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음식(t=5.519, p<0.001)과 물리적 환경

(t=2.515, p<0.05)만 지역발전성과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감정의 2개 하위 요인(긍정적, 부정

적)은 행동의도와 지역발전성과에 각각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R2 값이 43.2%, 25.3%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108.468, F=48.281, p<0.001). 긍정적 감정(t=11.53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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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result among night market service quality, behavior intention and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ized 
error (S.E)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value p-value

(Constant)

→
Behavior 
intention

.115 .209

Convenience .091 .068 .072 1.347 .179

Food .550 .063 .468 8.770 .000***

Event program .227 .065 .185 3.475 .001**

Physical environment .146 .051 .136 2.859 .005**

R2=.479, Adjusted R2=.471, F=64.967, sig.=0.000

(Constant)

→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1.866 .232

Convenience -.014 .075 -.013 -.192 .848

Food .386 .070 .363 5.519 .000***

Event program .050 .073 .046 .692 .489

Physical environment .143 .057 .147 2.515 .012*

R2=.207, Adjusted R2=.196, F=18.480, sig.=0.000

* p<0.05, ** p<0.01, *** p<0.001.

Table 6. Regression result among emotion, behavior intention and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andardized
error (S.E)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value p-value

(Constant)

→
Behavior 
intention

1.305 .285

Positive emotion .678 .059 .585 11.530 .000***

Negative emotion -.140 .054 -.131 -2.578 .010*

R2=.432, Adjusted R2=.428, F=108.468, sig.=0.000

(Constant)

→
Local

development 
performance

1.875 .296

Positive emotion .527 .061 .503 8.641 .000***

Negative emotion .000 .056 .000 -.006 .995

R2=.253, Adjusted R2=.248, F=48.281,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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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부정적 감정(t=-2.578, p<0.05)은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
한 영향 관계가 있었으나, 지역발전성과는 긍정적 감정(t= 
8.641, p<0.001)에만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정부는 많은 예산을투입하여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지

원해 왔으나, 기대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외형적인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개선방안으

로써 전통시장과 음식관광을 접목하여 야시장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야시장 상인 뿐 아니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통시
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써 그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시장 서비스품질인 편의성(t=2.039, p<0.05), 음식

(t=5.440, p<0.001), 행사 프로그램(t=2.601, p<0.05), 물리적
환경(t=4.663, p<0.001)은 모두 긍정적 감정에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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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고객들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여 뭔가 즐거움

을 느끼고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야시장에서 경험하는 문화체험과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문, 2013)과 일치하였다. 둘째, 야시장
서비스품질 중 편의성(t=-2.270, p<0.05), 음식(t=-3.331, 
p<0.01), 물리적 환경(t=-2.239, p<0.05)은 부정적 감정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음식이 부정적 검정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결과(Kim, 2012; Jang & Namkung, 2009)와 일
치하나, 편의성과 물리적 환경이 부정적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 셋째, 야시장 서비스
품질 중 음식(t=8.770, p<0.001), 행사 프로그램(t=3.475, p< 
0.01), 물리적 환경(t=2.859, p<0.01)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으나, 편의성(t=1.347, p>0.05)은 유
의한 경향 관계가 없어 가설 3 또한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Kim(2012)의 주차편리성이 재방문에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넷째, 야시장 서비
스품질 중 음식(t=5.519, p<0.001)과 물리적 환경(t=2.515, 
p<0.05)만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다섯째, 긍정적
감정(t=11.530, p<0.001), 부정적 감정(t=-2.578, p<0.05)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으나, 긍정적 감정(t= 
8.641, p<0.001)은 지역발전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 관계
가 있어 가설 6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야시장서비스품질에서음식과물리적 환경은

감정(긍정적, 부정적), 행동의도, 지역발전성과에 직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음
식관광의 효과는여행경험, 음식의상품화, 여행객유인, 이
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를 줄 수 있다

(유, 2015)는 관점에서 야시장의 음식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하겠다. Son et al.(2015)은 비슷한 전통시장이라도 각각
의 지리적인 위치,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특성, 시장의 역사
그리고 접근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야시장 메뉴가 너무 중복되어 판매되거나, 지역 상
권과 어울리지 않는 메뉴의 구성은 오히려 그 전통시장의

차별성을 잃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실패

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동남아시아와는 다르게 한국은 사
계절을 운영해야 한다는관점에서 메뉴의 구성은 더욱 복잡

해질 수밖에 없다. 겨울이 되면 차가운 음료와 디저트 메뉴
의 매출이 감소되므로 계절에 맞은 음료 및 디저트의 개발

이 필요하며, 외부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쉽게 음식의 품질
(맛, 온도등)이떨어질수있으므로추운겨울에야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할수 있는지속적인 메뉴개발은 우선적으로 풀

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인 이동통로
의 충분한 확보, 점포의 공간 배치, 행사장 내 소음 등은 고
객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인 야시장은 전통시장을 개선하려는 관점에
서 상점과 상점 사이이동식 카를 설치하다보니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고객이 기다리는 줄이 길 경우 오히려 고객의 이
동에방해요소가 될수 있다. 또한 최근날씨의 영향에도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천장의 아케이드는 좁은

공간에 많은 고객이 유입되거나 각 매장에서 동시에 많은

조리를 할 경우, 소음이나 환기시설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
서 충분한 공간의 확보나 아케이드를 개방할 수 있는 시스

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야시장 서비스 품질은 모두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편의성은 행동의도와
지역발전성과,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은 지역발전성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감정(긍정적, 부정적)을 통
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시장의 서비스 품질
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고객 행동과 지역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므로, 서비스 품질의 지속
적인 개선과 개별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필요

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결과변수로 재방문뿐 아니라 지역발전성

과를 함께 도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야시장의 최종 목
적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상인뿐 아니라 지역경제성장, 
지역문화관광의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전통시장내의 야시장 개장은 야시장 자체뿐 아
니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

(Nam, 2017)는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야시장의 품질 요인과
고객 감정이 지역발전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실증 분석 결

과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역문화발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야시장의 품질-감정-재방문 및 지역발전성과로

구성된 포괄적인 연구로써 울산지역 야시장 사업에 대한 효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다새로운 관점에서 실무적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울산지
역야시장(제6호울산큰애기야시장, 제8호울산수암야시
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야시장이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일으키는

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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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자들은 지역발전성과를 보다 폭 넓게 분류하여 경제, 
관광, 사회문화적 성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성과만을 제한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 전통시장이 지역 문화를이끌어 갈 수있는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근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학문

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

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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