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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image factors (brand, store, enterprise) of family restaurants,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revisit intention as perceived by 271 customers, who have visited a family restaurant 
located in Ulsan and Busan regions. Present study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ustomer trust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image of family restaurants had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s 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revisit 
intention, among which the biggest influential factor was found to be the store factor. Significant influence was shown for brand 
image followed by corporate image. In additi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trust had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s 
on revisit inten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store image among family restaurant images appeared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hereupon, this study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for a family restaurant to build a differentiated image to increase revisit 
intention by satisfying customer needs and by encouraging customers to have trust in the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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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외식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한 업

계 중 하나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어떤 특정 레스토랑에 대한 경
험적 기억으로 소비자의 평가에 의하여 형성된 많은 요인

들로 구성되어 그 레스토랑에 대한 하나의 인상으로 남게

된다(Park, 2009).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하나의 속성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다차원성을 갖고 있기에 레스토랑의

기능적 속성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치열한 외식시장의

차별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Ha et al., 2014).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가족 고객과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고, 과거줄을서야만식사를할수있을만큼인기를
끌었지만 경기침체, 외식 트렌드 변화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점 제한이라는 삼중고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실정(뉴스웨이, 2014)으로, 외식시장의 환경
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해진 소비자 욕구에 대응해 가면
서 레스토랑 사업은 심리적, 정신적 욕구충족의 공간으로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레스토랑을 선택
할 때 자신의 이미지나 가치체계에 관계가 되도록 구매

(Choi & Lee, 2005; Lee & Choi, 2007)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레스토랑의이미지중 브랜드 이미지는고객들의입장에

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본 수단이 되고 있으

며,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상대와 구별을 해주는 기준이 되
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
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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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 받고 있다(Isobel & Robin, 2001; Choi & Jun, 2007). 
오늘날 많은 외식기업들이 하나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제품들의 조합으로부터 어떻게 브랜드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

우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된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브랜
드 이미지가 명확하게 확립된 기업은 강력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Ko & Lee, 2011). 점포 이미지는 레스토랑 고객의
점포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레

스토랑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표적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점포이미지를형성유지함으로써고객충성도를높이고, 수
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Lee, 2005; Jang et al., 2010). 
기업 이미지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
래 가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의 이해관

계자 집단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Yoon, 2009).
차별화되고 타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외식업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
나, 이와관련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이미지는여러학
자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
우 대부분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
미지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이미지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점포 이미지 및 레스토

랑 이미지에 관한 정의를 통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Kim 
et al., 2009; Park et al., 2010)가 있으며, 최근 패밀리 레스토
랑은 김영란법,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점포
의포화상태로인한치열한경쟁속에서생존과성장을위

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의 신념이나 행동 성향을 반영하게 되고, 좋은 이미지
를 갖고 있는 외식업체일수록 고객의 만족도와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미지는 고객이 외식업체를 선
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브랜드 이미지, 
점포 이미지, 기업 이미지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연구는패밀리레스토랑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요인들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각 요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외식업체의 경영 전략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외식업체의 경
영우위 선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

레스토랑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레스토랑 이미지를 연구함
에 있어 Osman(1993)은 특정 레스토랑에 대해 단골고객의
행동은 특정 레스토랑에 대하여 가지는 고객의 이미지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특정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보다 호
의적으로 인식되어지면 보다 많은 방문을 할 것이라고 하

였다(Kim et al., 2009). 소비자가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진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레스토랑의이미지란소비자가특정한레스
토랑을 이용할 때 연상되는 총체적으로 개념화된 또는 기

대되는 강화작용인 것이다(Kang, 2001).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분위기와 서비스라는 무형의 상품

과 음식과 편리성 등 유형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

문에, 고객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레스토랑에 대한 이
미지를 갖게 되며, 레스토랑 이미지의 개념적 정의는 특정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고객의 기억 속에 남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레스토랑에 대한 하나의 인상으로 자

리 잡게 된 것을 의미한다(Yom, 2004).
Choi와 Lee(2013)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객들의 총체적

인 평가라 할 수 있는 지각된 가치, 만족, 행동의도에 있어
서 브랜드 이미지가 서비스품질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발휘

하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라고 하였으며, Kang 등(2016)은 한식뷔페레스토랑 선택속
성 하위요인인 가격성, 응대성, 친절성, 본질성, 접근성, 청
결성은기업이미지에유의한정(+)의영향을미친다고하였
다. Song과 Choi(2012)는 인적서비스, 분위기, 맛, 위생, 판촉
으로 레스토랑의 점포 이미지를 분류하여 신뢰 및 고객만

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였으며, Kim 등(2009)은 레
스토랑의 이미지 요인인 음식의 맛과 질, 시설 및 분위기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의 결과와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호의성 정도를 의미하며, 
소비경향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만족은 긍정적 감점을, 
불만족은 부정적 반응을 반영한다(Ladhari et al., 2008;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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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1). 고객만족은 마케팅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
나로서비스기업이추구하는다양한성과와직접적으로관

련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
속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Choi, 2011; Song & Lee, 2015). 
만족이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를 예상하고, 
지불한 비용과 그 대가를 소비자가 사후에 비교하는 데에

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다. 즉, 만족은 제품 혹은서
비스의 여러 특성에 대한 만족의 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

며, 만족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Kang, 2002).

Ha 등(2014)은 호텔 로하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각하는 레스토랑 이미지를 물리적 환경, 편리성, 지각된
가격으로 구분하였으며, 고객이 지각하는 로하스 레스토랑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o와 Lee(2011)는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
해서는 고객서비스와 인적서비스 및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주어야 하며, 메뉴품질에 대한 가치와 사회
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문화를 소비자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3. 고객신뢰

고객신뢰도는 상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신뢰

에 관하여 신뢰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과 성실성에 대하

여자신감을가질때존재하는것이다(Morgan & Hunt, 1994; 
Lee & Choi, 2009). Yoon(2000)은 신뢰란, 사람이나 사물의
질또는속성에대한확신또는의존을의미하며, 조사또는
증거가 없더라도 대상을 인정하는 것, 대상에 대한 확신적
기대감, 신뢰적 가치 속성(정직성, 믿음성, 충성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부터 신뢰의 주체가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있다. 즉, 신뢰의 대상인 사람과 사람또
는 사람과 사물간의 어떤 관계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확신
적 태도를 신뢰라고 정의하고 있다(Son et al., 2011).

Pyo와 Lee(2015)는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접하게 되
는 기업의 이미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자체를 신
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
로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업이미지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4. 재방문 의도

Nam(2007)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감정반응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

였으며, 행동의도를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 구전의 조합으
로 정의하였다.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느끼는 만족이나 불
만족은결정적으로고객의재방문(재구매) 의도에영향을미
치게 된다. 의도(intention)란 개인의 예기된 혹은 계획된 미
래행동을의미하는것으로신념과태도가행위로옮겨질확

률이라할수있다. 만족을느낀고객이재방문을한다면, 기
업의입장에서는투자없이지속적인수익성을확보하게된

다. 특히고객이재구매의도를갖게됨은고정고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수요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

에기업경영에큰도움을줄수있으며, 재방문(재구매) 의도
에중요한요인중의하나가고객만족이다(Choi & Jun, 2007).

Kwon 등(2014)은 호텔레스토랑이용객특성에따른 호텔
레스토랑 이용에 대한 평가와 행동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레스토랑 이미지, 레스토랑 만족도, 레스토랑 재
방문 의도 등의 변수에서 방문빈도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긍정적인 이용평가와 행동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미지, 만족도, 재방문의도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하
였다. Lee(2008)는 고객들이 지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메
뉴품질 이미지가 고객만족, 신뢰,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패밀리 레스토랑 기업들이 치열한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메뉴품질 향상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점포․기업 이미

지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Cho와 Lee(2011)의선행연구를 바탕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2) 연구가설 설정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향상
의 목적을 가진다. Kim과 Kim(2010)의 패밀리 레스토랑 이
미지와 LOHAS 이미지가 고객만족, 관계품질 및 고객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만

족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Ko와 Le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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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는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레
스토랑의 전통성이나 고객에 대한 탁월한 서비스와 믿음과

신뢰를 주며, 브랜드에 매우 익숙해져 고객으로 하여금 만
족을 주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설 1: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만
족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포 이미지는 고객만족
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패밀리 레스토랑의 기업 이미지는 고객만족
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
적을 가진다. Song과 Park(2009)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
드 이미지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브랜드
이미지는브랜드신뢰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의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yo와 Lee(2015)는 외식
기업의 기업 이미지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설 2: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신
뢰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포 이미지는 고객신뢰
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패밀리 레스토랑의 기업 이미지는 고객신뢰
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패밀리 레스토랑의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미치는가를분석함으로써, 고객의재방문의도를파악하
여 이미지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Jung
과 Yoon(2008)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
로 한 기업 이미지는 기업 선호도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기업 선호도도 역시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설 3: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패밀리레스토랑의 점포 이미지는 재방문 의
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패밀리레스토랑의 기업 이미지는 재방문 의
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만족이재방문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 분

석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Kotler(1974)는 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반복구매와 구전효과
가 발생하고,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
게 되며, 경쟁사의 제품과 광고에 대한 저항심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Lee, 2010).

가설 4: 고객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신뢰가재방문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 분

석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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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hoi(2009)는패밀리 레스토랑메뉴 품질이고객만족, 신
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 신뢰는 재방문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고객의 직원들을 신뢰하듯 직
원들은 훌륭한 인적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신뢰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고객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밀리 레

스토랑의 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도의 변수
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란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하

는고객이식음료나서비스등을구매시고객의신념, 생각
및 인식 등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3가지 요인으
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브랜드 이미지(Choi & 
Lee, 2013), 점포 이미지(Lee, 2005), 기업 이미지(Seo & Lee, 
2011; Yoo, 2005)에대해선행연구를참고로하여본연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9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2) 고객만족

고객만족은 고객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식음료나 서비스

를 구매 후 경험에 의해 느끼는 총체적인 평가와 감정으로

정의하고, Park(2009)과 Lee(201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
여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5문항으로 설
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
하였다.

3) 고객신뢰

고객신뢰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

스와 이익을 주기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과 확

신이라고 정의하고, Cho와 Lee(2011), Kim과 Kim(201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4)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는 고객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한 후 레

스토랑이미지, 식음료, 서비스및시설등에만족하여재방
문할 의도나 타인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의도로 정의

하고, Cho와 Lee(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
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리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패밀리 레스
토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3부
(94.3%)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2
부를 제외한 271부(90.3%)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

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증하기위해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
문 의도에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181명(66.8%), 남성 90
명(33.2%)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30대 120명(44.3%), 31
∼40대 99명(36.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162
명(59.8%), 결혼 109명(40.2%)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
재학 또는 졸업 170명(62.7%),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63명
(23.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83명(30.6%), 회사원
67명(2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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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rab shell

General status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ale 90 33.2

Female 181 66.8

Age (yr)

20∼30 120 44.3

31∼40 99 36.5

41∼50 38 14.0

51≤ 14 5.2

Marital status
Not married 162 59.8

Married 109 40.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0 11.1

Some college or 
associate degree 170 62.7

Bachelor’s degree 63 23.2

Graduate school≤ 8 3.0

Occupation

Employee 67 24.7

Official 11 4.1

Professions 26 9.6

Self-employed 14 5.2

Students 83 30.6

Service 11 4.1

Others 59 21.8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100 74 27.3

101∼200 47 17.3

201∼300 63 23.2

301∼400 56 20.7

401≤ 31 11.4

Total 271 100.0

만 74명(27.3%), 201∼300만원 63명(23.2%) 순으로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과 신뢰도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3개의
요인(브랜드, 점포, 기업)이추출되어졌다. KMO값은 0.816으
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921.410(p=0.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들
간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

Table 2.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family 
restaurant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Brand 
image

BI2 0.871

3.988 44.307 0.779BI1 0.759

BI3 0.759

Store 
image

SI2 0.877

1.318 14.641 0.807SI3 0.845

SI1 0.665

Corporate 
image

CI2 0.815

1.093 12.141 0.779CI1 0.804

CI3 0.763

KMO=0.816, Bartlett Chi-square=921.410,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71.089

으며, 브랜드 이미지 0.779, 점포 이미지 0.807, 기업 이미지
0.779로 신뢰성이 나타났다.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도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고객만족 요인의 KMO 값은
0.845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460.015(p= 
0.000)로 분석되었고, Cronbach’s α값은 0.832로 신뢰성이 확
보되었다. 고객신뢰 요인의 KMO 값은 0.813으로 나타났으
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646.952(p=0.000)로 분석되었
으며, Cronbach’s α값은 0.868로신뢰성이확보되었다. 재방문 
의도 요인의 KMO 값은 0.736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
형성검정치는 386.089(p=0.000)로분석되었으며, Cronbach’s 
α값은 0.865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상관관계분석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P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브랜드 이미지, 
점포 이미지, 기업 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
도간의 상관관계는 p<0.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1)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만족, 신뢰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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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Measurement items M±S.D. 1 2 3 4 5 6

1. Brand image 3.338±0.583 1

2. Store image 3.521±0.531 0.438** 1

3. Corporate image 3.629±0.647 0.401** 0.488** 1  

4. Customer satisfaction 3.360±0.551 0.534** 0.579** 0.507** 1

5. Customer trust 3.495±0.552 0.496** 0.552** 0.430** 0.742** 1

6. Revisit intention 3.381±0.629 0.552** 0.537** 0.514** 0.744** 0.640** 1

** p<0.01.

Table 3. Result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customer trust factor, revisit 
intention factor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ustomer
satisfaction

CS4 0.805

2.999 59.982 0.832

CS2 0.774

CS5 0.766

CS3 0.765

CS1 0.762

KMO=0.845, Bartlett Chi-square=460.015,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59.982

Customer
trust

CT2 0.826

3.275 65.500 0.868

CT5 0.818

CT3 0.809

CT4 0.804

CT1 0.788

KMO=0.813, Bartlett Chi-square=646.952,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65.500

Revisit
intention

RI1 0.899

2.364 78.814 0.865RI2 0.884

RI3 0.880

KMO=0.736, Bartlett Chi-square=386.089,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 (%)=78.814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재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패밀리 레스

토랑의 이미지(브랜드, 점포, 기업)를 독립변수로 하고, 고
객만족, 고객신뢰, 재방문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F값은 78.202(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명력을 나타내는 adj. R2은 46.2%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은 점포 이미지(β=0.341, p<0.001)였으며, 
브랜드 이미지(β=0.295, p<0.001), 기업 이미지(β=0.222, p< 
0.001)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
인 패밀리레스토랑의이미지는고객만족에정(+)에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Ko와 Lee(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기업 레스토랑의 전통성이나 고객
에 대한 탁월한 서비스와 믿음과 신뢰를 주며, 브랜드에 매
우 익숙해져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경영의 방침이

필요하다고하였다. 패밀리레스토랑의이미지를연구한 Lee
와 Kim(2003) 및 점포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Park 등(2003)
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서 F값은 59.032(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
명력인 adj. R2은 39.2%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요인은 점포 이미지(β=0.359, p<0.001)였으며, 브랜드 이
미지(β=0.282, p<0.001), 기업 이미지(β=0.142, p<0.05)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인 패밀리
레스토랑의이미지는고객신뢰에정(+)에영향을미칠것이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F값은 74.989(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인 adj. R2은 45.1%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β=0.334, p<0.001)였으며, 점포
이미지(β=0.270, p<0.001), 기업 이미지(β=0.249, p<0.001)도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가설 3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재방문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기업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



23(2), 74-85 (2017)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만족, 신뢰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81

Table 5. Effects of family restaurant image 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trust, and revisit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ustomer 
satisfaction

Brand image 0.279 0.048 0.295 5.770*** 0.000

Store image 0.354 0.056 0.341 6.363*** 0.000

Corporate image 0.189 0.045 0.222 4.217*** 0.000

R2=0.468, Adj. R2=0.462, F=78.202***

Customer
trust

Brand image 0.276 0.052 0.282 5.186*** 0.000

Store image 0.373 0.059 0.359 6.289*** 0.000

Corporate image 0.121 0.048 0.142 2.541* 0.012

R2=0.399, Adj. R2=0.392, F=59.032***

Revisit 
intention

Brand image 0.361 0.056 0.334 6.476*** 0.000

Store image 0.319 0.064 0.270 4.974*** 0.000

Corporate image 0.242 0.052 0.249 4.677*** 0.000

R2=0.457, Adj. R2=0.451, F=7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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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revisit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Revisit 
intention

Customer satisfaction 0.850 0.046 0.744 18.277*** 0.000

R2=0.554, Adj. R2=0.552, F=334.058***

*** p<0.001.

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Jung과 Yoon(2008)의 연
구와도 일치하였다.

2) 고객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분석하기위

해고객만족을독립변수로하고, 재방문의도를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같다. 
고객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은 334.058 
(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나타내는
adj. R2은 55.2%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β=0.744, p<0.001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인 고객만
족은 재방문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Choi와 Jun(2007) 및 Lee(2010)의 선행연구에서
도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이 재방

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객신뢰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신뢰가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해고객신뢰를독립변수로하고, 재방문의도를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고객신뢰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은 186.965 
(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나타내는
adj. R2은 40.8%로 나타났다. 고객신뢰는 β=0.640, p<0.001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인 고객신
뢰는 재방문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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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customer trust on revisit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B Standard error Beta

Revisit 
intention

Customer trust 0.730 0.053 0.640 13.673*** 0.000

R2=0.410, Adj. R2=0.408, F=186.965***

*** p<0.001.

2014년 경기침체, 외식 트렌드 변화, 출점 제한 등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호황을 누리던 패밀리 레스토랑

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Kim et al., 2016), 본 연
구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요인을 파악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재방문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울산과 부산에 있는 패

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9개의 변수는 3개 요인(브랜드, 점포, 기업 이미지)으로 분
석되었으며, KMO값은 0.816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는 921.410(p=0.000), 누적 분산력은 71.089로 나타났다. 신
뢰도는 브랜드 이미지 0.779, 점포 이미지 0.807, 기업 이미
지 0.779로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재방문의도에서 가설 1의 분석결과, 종속변수인고객만
족에 독립변수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점포 이미지(β=0.341, p<0.001)
였으며, 브랜드 이미지(β=0.295, p<0.001), 기업 이미지(β= 
0.222, p<0.001) 순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회귀식의 모형 접합도를 나타내는 adj. R2은 46.2%를 나
타냈으며, F값은 78.202(p=0.000)로 회귀식은 적당한 것을
판단되며, 가설 1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만족
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의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고객신뢰에 독립변수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은 점포 이미지(β=0.359, p<0.001)였으며, 브랜드 이미지(β= 
0.282, p<0.001), 기업 이미지(β=0.142, p<0.05) 순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모형 접합도
를 나타내는 adj. R2은 39.2%를 나타냈으며, F값은 59.032 
(p=0.000)로 회귀식은 적당한 것을 판단되며, 가설 2인 패밀
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신뢰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의 분석결과, 종속변수

인 재방문 의도에 독립변수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β
=0.334, p<0.001), 점포 이미지(β=0.270, p<0.001), 기업 이미
지(β=0.249, p<0.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모형 접합도를 나타내는 adj. R2은 45.1 
%를 나타냈으며, F값은 74.989(p=0.000)로 회귀식은 적당한
것을판단되며, 가설 3인패밀리레스토랑의이미지는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고객만족과 고객신뢰가 재방문 의도에서 가설 4의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재방문 의도에 독립변수인 고객만족
에서 β=0.744, p<0.001에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회귀식의 모형 접합도를 나타내는 adj. R2은 55.2%
를 나타냈으며, F값은 334.058(p=0.000)로 회귀식은 적당한
것을판단되며, 가설 4인고객만족은재방문의도에정(+)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채택되었다. 가설 5의 분석결
과, 종속변수인재방문의도에독립변수인고객신뢰에서 β= 
0.640, p<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모형 접합도를 나타내는 adj. R2은 40.8%를 나타
냈으며, F값은 186.965(p=0.000)로 회귀식은 적당한 것을 판
단되며, 가설 5인 고객신뢰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연구는패밀리레스토랑의이미지를브랜드이
미지, 점포 이미지, 기업 이미지로 세분화하여 복합적인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패밀리 레
스토랑의 이미지는 고객이 외식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다른 외식업체와 차별화 되는 개성

과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고객의 신념이나 성향을 반영하
게 되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외식업체일수록 고객의

만족도와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미지 관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고객만족과 고객신
뢰에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포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서비스, 음식의 맛과 품질, 시
설, 분위기 및 접근성의 점포 이미지가 고객만족과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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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음식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타사와 다른 패밀리 레스
토랑만의 점포 이미지를 구축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
한다면 치열한 외식기업의 경쟁속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

으로유지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셋째, 재방문의도는패
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 브랜드 전
문성, 브랜드 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규고객 창출 및
기존 고객 만족을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만의 개성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구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욕구충족및점포충성도를높여높은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연구의한계점으로는 울산과 부산지역의패밀리레스

토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다는 지역적 한계점과 표본의 자료 수집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전

체의 외식산업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전국의 외

식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척도의 개발과 보완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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