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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비스 산업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을 때, 고객몰입과고객만족을 증대시켜나갈수 있
을 것이며, 장기적인 고객의재방문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
으로 우수한 품질의 메뉴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Wang, Yoo, & Kim, 
2017)이 되며, 메뉴품질은 레스토랑 생존전략에 매우 중요
한 경영활동의 한 부분(Yoo, 2014)으로 메뉴품질 향상을 위

해 다각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외식기업에서 새
로운 고객의 확보와 기존고객의유지를 위한메뉴품질노력

은 레스토랑의 생존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경영활동의 한 부

분이 되었다. 메뉴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고객 측면에
서는 재방문의 기준이 되고, 경영자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
영진단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며, 생존경영전략 수립의소
중한기준이 될 수있을뿐만 아니라, 일선 종사원들의 직무
교육과 서비스 마인드제고를 위한 실천적 기준으로도활용

이 되고,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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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at a night market in the Ulsan region,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mpact of menu quality at night markets on customers’ perceived value and revisit intention. The 
study surveyed 323 visitors to the night market,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Firstly,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garding 
menu quality at the night market showed 5 main factors, to a statistically valid and reliable degree: 
hygiene, price, diversity, originality, and taste. Secondly, it was found that menu quality exerts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with taste having the biggest influence on hedonic value, and price having 
the biggest influence on utilitarian value. Thirdly, it was found that menu quality further exerts a 
positive impact on the revisit intention, with price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in this regard. Fourthly, 
perceived valu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visit intention, with utilitarian value 
having a greater effect than hedonic value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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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될 것이다(Ko & Lee, 2011). 
외식산업은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새로운 업태는

물론 메뉴 개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식산업 경

영자는 이러한 트렌드를 주시하는 사전 대응요소들을 분석

하여, 향후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 창출로서 경쟁우위를 누리고자 하는노력인 만큼

메뉴, 서비스, 촉진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혁
신적인 경영관리활동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Park, 2009).
주 5일제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경제성장 등으로 외식산

업의 발전과 먹방, 쿡방에 따른 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메뉴에대한고객의욕구와기대치가높아지고있
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따른 메뉴 교체 주기
가 짧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메뉴품질, 지각된 가치 및 재방
문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재방문 의도는 재구매
행동 및 고객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외식산업의 서
비스 산업에서는 신규 고객 창출보다기존의 고객의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방어적 전략의 핵심인

고객유지및재구매의도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고객 만족이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가정 하에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고객 만족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 만 집중(Kim, Kim, & 
Cho, 2008; Taylor & Baker, 1994)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졌으
나, 메뉴품질과지각된가치간의복합적인관계속에재방문 의
도에미치는영향요인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해외여행을통해 만나는 야시장은해당국가의문화적감

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쇠락해가는 지역 상권 및 전통

시장 활성화를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운영한 야시장이 내국

인에게는 새로운 지역 경제의 부흥정책이 되며, 외국인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부산 등 외국 관광객의 입국과 체류가

많은 지역에서의 야시장은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야간관

광을 통해 지역의 음식, 소액상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므
로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

론되고 있다(Im, 2013).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국내 최초 상
설 야시장으로 2013년 10월 29일 부산 부평깡통야시장을 시
작으로 전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시
장, 부여 백마강달밤야시장, 울산 큰애기야시장, 광주 밤기
차야시장, 울산 수암상가야시장, 인천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등 9개가 운영(Policy Briefing, 2017)되어 지고 있으며, 전국
에야시장과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강원 춘천번개야시장, 
전남 장흥군 장흥토요야시장, 경남 하동 하동공설야시장이
추가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지역 시장이 가
지고 있는 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통해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을 유치하여 운영 하려고 하고 있으며, 야시장, 
지역 음식 테마거리, 푸드 트럭 등 지역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고,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전통시장 내 야시
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Nam, 2017)로, 메뉴품
질은야시장의 중요성공요인 중 하나로 신규고객창출, 재
방문 고객의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되어져

야 할 것으로, 울산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야시장 공식 6호인 울산 큰애기야시장(2016년 11월 11일)과
8호인울산 수암상가야시장(2017년 5월 17일) 2곳이 운영 중
인 곳으로, 특성화된 야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
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야시장의 메뉴품

질 요인들이 쾌락적 가치, 실용적 가치와 재방문 의도에 미
치는 상관관계와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별 야
시장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야시장 메뉴품질의 차별화와 재방문을높일 수있는

기초적 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메뉴품질

메뉴는 성공적인 식음부문의 운영을 위해서는 하부 시스

템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이 검토되어져야 하

며, 성공적인 식음부문의 운영에 요구되는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품질과서비스를 최대화하며, 고객의만
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이윤을극대화할 수있도록 고안된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이다(Ko & Lee, 2011).
Lee(2008)는 서울과 광주 지역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자를

대상으로메뉴품질에의해나타나는고객만족, 신뢰, 재방문의
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고품질의 음식 제공을 통해 패밀
리 레스토랑은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
과 Park(2015)은 커피 전문점의메뉴품질을맛, 가격, 다양성, 
조화성, 독창성, 건강식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Min 
(2010)은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는메뉴구성과음식의품질요소라고정의내리고, 메
뉴품질을 메뉴 구성, 음식 품질, 메뉴 서비스요인으로 도출
하였으며, 호텔 이태리 레스토랑의 메뉴품질 중 메뉴 구성
과 메뉴 서비스가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Kim(2012)은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메뉴품질을 맛, 위생
환경, 가격, 건강식, 독창성으로 명명하여 점포선택과 재방
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Kim, Lee와 Lee(2008)
는 메뉴품질을 고객의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레스토랑에

서 제공하는 음식 자체의속성과 음식의 특성, 메뉴선택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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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의 맛, 메뉴 가격, 메뉴의 다양성, 메
뉴의 독창성, 건강식 요리, 위생환경 등의 속성을 지닌 것으
로 정의하였다.

2.2. 지각된 가치 

가치는 현대의 환대산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

기 때문에, 가치의 역할에 대한 많은 관심이 소비자와 경영
자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객 행
동을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지각된 가치에 대한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있다(Cho & Kang, 2011; Ryu, Han, & Kim, 2008). 
가치는 인간행동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써 소비행동 연구에

의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의도한 것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utilitarian value)와
즐거움이나 감정적 유용성을 반영하는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가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소비자 행동의
실용적 측면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두었고, 이 행동들은 합
리적이며 과제 지향적이라고 묘사하였다(Babin, Darden, & 
Griffin, 1994; Park & Yoo, 2013). 

Dodds, Monroe와 Grewal(1991)은 지각된 가치를 금전적, 
비금전적인 모든 희생을포함하는 지각된 희생과 지각된 품

질 간의 상쇄관계라고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가치와 다른
여러 수준의 개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목적 모형에서
지각된 가치는 부가적인 내재적 속성들, 외재적 속성들, 지
각된 품질, 관련된 다른 상위수준들의 추상적 개념들을 포
함한다고 하였다(Woo & Park, 2015). 지각된 가치를 Song과
Kim(2015)은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구분하여 연구하
였으며, 실용적 가치인 음식의 맛과 건강한 음식종류는 긍
정적 감정과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음식의 맛만이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과 Yoo(2013)는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호텔 이용고
객의 실용적 가치가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및 구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Yoon과 Lee(2012)는 지각적
가치를 관광분야에 적용하여 관광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

된 금전적․비금전적 노력과 지불된 것에 대비되는 편익의

차이 정도를 지각적 가치로 해석하였다. Kim과 Park(2015)
은 지각된 가치가 커피 전문점의 사이드 메뉴 품질 및 재방

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금전적 가치와 비금전적 가치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Kim, Bae와 Byun(2016)은 가치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분류하여 패밀리레스토랑의

가치가 브랜드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다.

2.3.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는 재방문, 재구매, 구전 등으로 분류하여 연

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가 서비스
를 제공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고객
의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위적 의도(Bai & Han, 
2015)이며, 재구매 의도는 고객이 제공된 서비스를 만족하
여 미래에도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각과 태
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행위적 의도(behavioral intentions)를
말하며(Brady, Robertson, & Cronin, 2001; Ko & Lee, 2011), 
구전은 아직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비공식적인 경

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
품을 체험한 결과물로써 이동통신과 사이버 매체는 다른 어

떤 매체보다 더 빠르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Mowen, Park, & Zablah, 2007; Park & Yoo, 2013).
외식기업의 재방문 의도를 Lee와 Suh(2012)는 직접 재방

문 의도와 간접 재방문 의도로 분류하여, 고객이 이용한 후
경험한 레스토랑이나 유사한 형태의 레스토랑혹은 다른 지

역의 체인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직접 재방문 의

도라고 하였으며,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경험한 레
스토랑을 추천하거나, 함께 방문하는 것을 간접 재방문 의
도라고 하였다. Lee, Kim과 Kim(2012)은 프랑스 파리 지역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식레스토랑의 메뉴품질속성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와 이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하여 한식레스토랑의 메뉴품질속성이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Han, Lee와 Lee(2016)의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3.2. 가설 설정

3.2.1. 메뉴품질과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고객의 지각된 가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야시장의 메뉴품질 향상에 목
적을 가진다. Kim, Park과 Oh(2012)는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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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고품질의 메뉴를 원하고 있으며, 메뉴품질이 고객의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약선메뉴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맛, 다양성, 위생의 메뉴품질 요인이 지각된 가
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Yoo(2014)의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지

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1과 2를 설정하였다.

H1: 야시장의 메뉴품질(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은
쾌락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야시장의 메뉴품질(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은
실용적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메뉴품질과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

Lee 등(2012)은 한식레스토랑 메뉴품질속성이 재방문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였

으며, Lee와 Ko(2010)는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메뉴품
질이 고객만족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메뉴품질

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분석 결과, 모든 변수
들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재방

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
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H3: 야시장의 메뉴품질(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은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

Han 등(2016)은 지각된 가치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 의도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
도하기 위해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다. Cho와 Kang(2011)의 지각된 가치
와 재방문 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와 Lee(2011)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가치가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야시장을방문한고객의지각된가

치가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 4, 5를 설정하였다.

H4: 쾌락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실용적 가치는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뉴품질, 지각된 가치, 
재방문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28개의 측정항목을 선별하였
으며,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정의하였다. 모
든 측정항목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메뉴품질이란 야시장을 방
문하는 고객이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등을 구매 시 고객의

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총체적특성이라정의하고, Kim 
등(2008) 및 Kim과 Park(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 5개 요인(위생, 가격, 다양
성, 독창성, 맛) 16개항목으로측정하였다. 지각된가치는야
시장에서판매되는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여얻는편익과

가치를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Kim 
등(2016)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쾌락적가치와실용적가치
요인으로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재방문 의도는 고객이
야시장을 이용한 후, 야시장의 메뉴품질, 가치 등에 만족하
여 재구매 및 재방문할 의도로 정의하고, Jeon(2017) 및 Kim
과 Park(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항목으로 측정하
였다.

3.4.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초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7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는 사전 교육이 된 전문 조사원이 울산지역 야시장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울산 큰애기야시장, 울산
수암상가야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3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이중설문의 응답이불성
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323부(91.0%)가 분석 자료로 사용
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
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간의 관계의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5개의 가설에 대한 유의성과 인
과관계를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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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일반적인특성을파악하기위해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성 221명(68.4%), 남성 102명(31.6%)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9세 181명(56.0%), 40～49세 62명(19.2%) 순으로 나타
났다. 직업은 학생 165명(51.1%), 주부 69명(21.4%), 사무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02 31.6

Female 221 68.4

Age(yr)

20～29 181 56.0

30～39 48 14.9

40～49 62 19.2

50～59 31 9.6

60 ≤ 1 0.3

Occupation

Office worker 25 7.7

Profession 23 7.1

Self-employed 9 2.8

Official 4 1.2

Housewife 69 21.4

Manufacturing job 19 5.9

Students 165 51.1

Inoccupation 2 0.6

Others 7 2.2

Number of 
visits

≤ 1～2 times a year 92 28.5

1～2 times a week ≤ 33 10.2

1～2 times a month ≤ 109 33.8

1～2 times a 6 month ≤ 87 26.9

Others 2 0.6

Reason for 
visiting

Simple meal 85 26.3

Meeting 144 44.6

Trip 59 18.3

Others 35 10.8

Amount of 
money 
spent
(won)

< 5,000 8 2.5

< 10,000 92 28.5

< 20,000 149 46.1

< 30,000 41 12.7

30,000 ≤ 33 10.2

Total 323 100

25명(7.7%)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 횟수는 한 달에 1～2회
이상 109명(33.8%), 일년에 1～2회미만 92명(28.5%) 순으로
나타났다. 야시장 이용 목적은 친구나 연인과의 만남 144명
(44.6%), 단순한 식사 85명(2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금액은 2만원 미만 149명(46.1%), 1만원 미만 92명(28.5%)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타당도과 신뢰도분석

야시장의 메뉴품질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
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시장
의 메뉴품질은총 5개의요인이도출되었으며, 위생, 가격, 다
양성, 독창성, 맛이라고요인명을명명하였다. KMO값 0.89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3,283.143(p=0.000), 요인적재량(fac-
tor loading)이 0.7 이상으로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알파(Cronbach’s α 값)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위생 0.901, 가격 0.890, 다양성 0.854, 독창성 0.834, 맛
0.83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시장의 지각된가치에대한요인분석및 신뢰도분과 결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Hygiene

HY3 0.880

3.139 19.618 0.901
HY2 0.856

HY4 0.779

HY1 0.730

Price

PR1 0.853

2.537 15.859 0.890PR2 0.850

PR3 0.849

Diversity

DI1 0.786

2.348 14.673 0.854DI2 0.779

DI3 0.773

Origi-
nality

OR3 0.848

2.286 14.290 0.834OR2 0.839

OR1 0.683

Taste

TA1 0.808

2.241 14.004 0.839TA2 0.762

TA3 0.733

KMO=0.899, Bartlett Chi-square=3,283.143,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8.444

Table 2.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menu 
qual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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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3과 같다. 야시장의 지각된 가치는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쾌락적가치와실용적가치라고요인명을명명
하였다. KMO값 0.88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1,729.901 
(p=0.000),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쾌락적 가치 0.893, 
실용적 가치 0.88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 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과 결과 Table 

4와같다. 1개의요인이도출되었으며, KMO값 0.850,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 811.615(p=0.000), 요인적재량이 0.8 이상
으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0.905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상관관계분석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

Table 3.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per-
ceived value factor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Hedonic 
value

HV2 0.861

3.247 40.592 0.893
HV3 0.838

HV1 0.824

HV4 0.822

Utilitarian 
value

UV2 0.894

2.897 36.211 0.886
UV1 0.871

UV3 0.848

UV4 0.617

KMO=0.888, Bartlett Chi-square=1,729.901,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6.803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Measurement items 1 2 3 4 5 6 7 8 M±S.D.

1. Hygiene 1 3.251±0.764

2. Price 0.404** 1 2.724±0.850

3. Diversity 0.485** 0.500** 1 3.453±0.789

4. Originality 0.412** 0.445** 0.570** 1 2.904±0.788

5. Taste 0.616** 0.419** 0.564** 0.440** 1 3.463±0.794

6. Hedonic value 0.478** 0.370** 0.609** 0.511** 0.609** 1 3.496±0.813

7. Utilitarian value 0.495** 0.710** 0.557** 0.512** 0.538** 0.583** 1 2.996±0.789

8. Revisit intention 0.492** 0.551** 0.609** 0.493** 0.533** 0.667** 0.679** 1 3.222±0.898

** p<0.01.

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이 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 쾌락적 가치, 실용적 가치, 재방문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p<0.01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
관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지각된가치및 재방문 의도에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메뉴품질(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
성, 맛)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각된 가치(쾌락적 가치, 실용
적 가치)와 재방문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쾌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F

값은 62.939(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을 나타내는 adj. R2은 49.0%로 나타났다. 쾌락적 가치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메뉴품질 요인은 맛(β=0.332, p< 
0.001)이었으며, 다양성(β=0.302, p<0.001)과독창성(β= 0.178, 
p<0.001)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

Table 4. Resul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revisit 
intention factor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Revisit 
intention

R2 0.893

3.112 77.812 0.905
R3 0.891

R4 0.881

R1 0.863

KMO=0.850, Bartlett Chi-square=811.615, Sig.=.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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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격은 유의하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가설 1인 야시장
의 메뉴품질은 쾌락적 가치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실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F

값은 97.647(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인 adj. R2은 60.0%로 나타났다. 가격(β=0.499, p<0.001), 맛
(β=0.159, p<0.001), 독창성(β=0.122, p<0.01), 다양성(β= 
0.102, p<0.05), 위생(β=0.095, p<0.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인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실용적 가치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야시장의메뉴품질이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 F값

은 63.337(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인
adj. R2은 49.2%로 나타났다. 가격(β=0.253, p<0.001), 다양
성(β=0.280, p<0.001), 맛(β=0.150, p<0.01), 위생(β=0.118, 
p<0.05), 독창성(β=0.106, p<0.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 3인야시장의메뉴품질이재방문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B Standard error Beta

Hedonic
value

Hygiene 0.069 0.056 0.064  1.229 0.220

Price -0.024 0.046 -0.026 -0.531 0.596

Diversity 0.312 0.057 0.302  5.438*** 0.000

Originality 0.183 0.052 0.178  3.524*** 0.000

Taste 0.340 0.057 0.332  6.008*** 0.000

R2=0.498, adj. R2=0.490, F=62.939***

Utilitarian
value

Hygiene 0.098 0.048 0.095  2.053* 0.041

Price 0.463 0.040 0.499 11.720*** 0.000

Diversity 0.102 0.049 0.102  2.065* 0.040

Originality 0.122 0.045 0.122  2.738** 0.007

Taste 0.158 0.049 0.159  3.251*** 0.001

R2=0.606, adj. R2=0.600, F=97.647***

Revisit 
intention

Hygiene 0.138 0.062 0.118  2.246* 0.025

Price 0.267 0.051 0.253  5.267*** 0.000

Diversity 0.319 0.063 0.280  5.045*** 0.000

Originality 0.121 0.057 0.106  2.108* 0.036

Taste 0.170 0.062 0.150  2.724** 0.007

R2=0.500, adj. R2=0.492, F=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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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perceived value, revisit intention and menu quality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지각된가치를독립변수로하고, 재방문의도를종속변
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쾌락적 가치가 재방문 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은 257.282(p=0.000)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나타내는 adj. R2은 44.3%로 나타
났으며, 실용적 가치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F값
은 274.560(p=0.000)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나타내는 adj. R2은 45.9%로나타났다. 쾌락적가치(β=0.667, 
p<0.001)와 실용적 가치(β=0.679, p<0.001)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4와 5는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연구는울산지역에있는야시장을 방문한 경험이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메뉴품질에 따른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

치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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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evisit intention and perceived valu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B Standard error Beta

Revisit 
intention

Hedonic value 0.736 0.046 0.667 16.040*** 0.000

R2=0.445, adj. R2=0.443, F=257.282***

Utilitarian value 0.772 0.047 0.679 16.570*** 0.000

R2=0.461, adj. R2=0.459, F=274.560***

*** p<0.001.

첫째, 야시장의 메뉴품질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이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력은 78.444%,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타
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만족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야시장의 메뉴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서, 쾌락적가치에맛(β=0.332, t=6.008, p=0.001), 다양성(β= 
0.302, t=5.438, p=0.001), 독창성(β=0.178, t=3.524, p=0.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과
가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Kim과 Park 
(2015)의 쾌락적(금전적) 가치가 메뉴품질요인 일부에만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가격요인은 차
이가 있었다. 이는 고객의 즐거움과 심리적 에너지를 충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각된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적절한
온도와 간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계절에 맞는 다
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쾌락적 가치를 높은 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실용적 가치는 가격(β=0.499, 
t=11.720, p=0.001), 맛(β=0.159, t=3.251, p=0.001), 독창성(β= 
0.122, t=2.738, p=0.01), 다양성(β=0.102, t=2.065, p=0.05), 위
생(β=0.095, t=2.053, p=0.05)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용적(금전적) 가치에 메뉴품질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과 Park(2015)의
연구결과와도일치하였으나, 가격의적절성등실용적인지
각된가치가음식품질에 유의한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 Oh
와 Lee(2013)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
양성, 독창성 등 쾌락적 가치보다 가격 대비 음식의 맛, 품
질, 양등실용적가치인가격과맛이큰영향을미치는것으
로 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방문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합
리적인 가격 설정과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야시장의메뉴품질이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

가격(β=0.253, t=5.267, p=0.001), 다양성(β=0.280, t=5.045, 
p=0.001), 맛(β=0.150, t=2.724, p=0.01), 위생(β=0.118, t=2.246, 

p=0.05), 독창성(β=0.106, t=2.108, p=0.05) 순으로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레스토랑의 메뉴품질
이 재방문 의도에 모든 변수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Lee
와 Ko(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메뉴품질 요인 중
맛과 가격 요인이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
양성과 독창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Kim과
Park(201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격은 가장
효과적인고객의 재방문 및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이자 음식을 판매하는외식업체입장에서는 이익 창출수단

으로 메뉴품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식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메뉴를 구성할 때, 지역적 특산물과 로컬 푸드를 활
용한 메뉴를 개발하고제공한다면 타 야시장과 차별화된 특

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메뉴품질
에 만족한 고객이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져지역경제활성

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쾌

락적 가치(β=0.667, t=16.040, p=0.001)와 실용적 가치(β= 
0.679, t=16.570, p=0.001)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 의도와의 관계에서 실용
적 가치가 재방문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Kim & 
Park, 2015)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모두 재방문 의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an 등(2016)의 연구와
도 일치하였다. In과 Shu(2013)는 가치를 구매의도와 재방문
의도에 가장 심도 있는 결정을 하는 변수로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된 것과도 일치하였듯이고객의 지각된 가치의중요

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현재 메뉴품질에 관한 연구가 호텔, 외식업체, 커
피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야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메뉴품질을 위생, 
가격, 다양성, 독창성, 맛으로 세분화하여 지각된 가치와 재
방문 의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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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야시장을대상으로수행되어질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

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품질의 메뉴 제공은
지역 야시장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신규 관광객 확보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매대
운영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가 생각

된다. 
둘째, 쾌락적 가치에서 맛은 야시장의 메뉴품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위생과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야시장이 지속적으로성장하고발전하기 위

해서는 가치에 관심을 갖고 쾌락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메뉴 개발과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

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쾌락적 가치는 실용적 가치에 비
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것으로 즐거움과 재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개인적 감정을 반영한결과로 위생과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가격은 고객이 야시장

을 재방문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야시장이 성장하면서매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폐

점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에, 판매되는 메뉴에 대해 전
략적인 가격 정책이 필요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설정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간단한 식사부터
고품질의 음식과 디저트, 음료 등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의 편의성을 증대함으로 고

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 가치에만족한 고객이 재방문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져야 하겠다.
넷째,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아닌 이차원적 척도의 지각

된 가치(two-dimensional perceived value)를 통해 재방문 의도
에 대해 연구되어진 결과, 실용적 가치가 쾌락적 가치보다
재방문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시장
을 방문하는 고객의 지각하는 가치는고객마다상이할 것으

로 지각된 가치는 경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불한 돈에 비하여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음
식을 제공하여야시장에서 보낸 시간과 노력에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행동을 이해한다

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울산지역에 있는 야시장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국의 모든 야시장을 포함하지 못한지역적 한계

점과표본의 자료 수집이 주로 20～29세의 연령대의 고객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야시장을대상으로다양한 변수를 개발하여 지

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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