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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의 일식전문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성인 남·여 34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쾌적성, 심미성, 편리성 3까지 구성요소로 확인되었으며, 다중회귀분
석결과 물리적 환경의 3 구성요소는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각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 각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영향력을 확인하고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과 이론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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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of Japanese restaurant 
on customer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word of mouth intentio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341 adult males and females who had used Japanese restaurants in Daegu. SPSS 
program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Japanese specialty 
restaurant was identified as a component of comfort, aesthetics, and convenience.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hree componen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return visit intention, and word of mouth intention.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revisit and word of mouth inten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firmed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specialty 
restaurants and suggested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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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민소득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변화는 외식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였으며,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규모는 확대
되고 있다[1]. 더불어 외식산업의 성장과 발달을 야기했
으며,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발전, 인식 변화로 외
식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이 향상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다양화되는 고객
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외식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기능
적 특징 변화와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 시장의 규모 확대와 
외식 기업의 증가는 극심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에 의한 제품 품질의 평준화는 제품품질 특성
에 따른 비교우위 선점이 어려워졌다. 이에 학계와 업
계에서는 소비자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2].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
어 소비자들이 서비스 및 제품 구매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났으며[2][3],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물리적 환경이 제안되었다. 기업
은 기업의 가치와 서비스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서를 물리적 환경을 통해 눈에 보이는 단서로 제공하
고 있으며,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을 통하
여 기업의 가치와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예측
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2][4]. 

서비스 산업에서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스케이프
(servicescape)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물리적 환
경은 색채, 온도, 냄새, 구조, 형태, 상징물 등 다양한 요
인을 통해 서비스 상품을 유형화 시키며, 소비자의 태
도나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
[4-6]는 밝히고 있다. 적절한 물리적 환경 조성은 서비
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특히 고객은 업장의 실내장식, 분위기, 이미지와 같
은 물리적 환경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각인하게 된다[6]. 따라서 외식기업이게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의 인식과 만족, 태도 등을 형성하는 마케팅 요
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보
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업장에 적용한다면 소비자 확
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여행의 자유화 되면서 외국문화 특히 식문
화를 체험한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 새
로운 형태의 외식브랜드 레스토랑이 빠르게 보급되었
다. 따라서 소비자의 외국음식 전문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상승하였으며, 외식업은 보다 전문화 세분화 되
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요리는 생선회와 생선초밥 위주
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일본
식 덮밥, 일본 라멘, 일본 가정식 등과 같은 메뉴를 우
리나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현지화 시킨 브랜드 및 
기업, 개인 업체 등이 유입되어 국내 일식전문점 시장
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일식전문점에
서는 생선회와 생선초밥 등 비교적 단순한 조리법에 의
한 메뉴가 제공되었으나, 다양화 전문화된 최근에는 일
본요리의 특성을 살린 메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
다. 일본요리는 계절별 식재료를 가지고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되어 있으며, 요리
를 담을 때 공간과 색상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등 섬
세하고 예술적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일식전문점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서비스와 음
식 자체의 질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아내는 식기와 업장 
내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7]. 

최근 외식소비자들에게 외식의 의미는 한 끼를 해결
하기 위한 소비를 넘어 분위기와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가치의 소비로 변화 하고 있다[8]. 소
비자의 가치변화 및 요구에 부응하면서, 일본음식 특유
의 섬세하고 예술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커피전문
점의 물리적 환경,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한식 뷔페의 물리적 환경, 오픈주방 레스토랑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등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식 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일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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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하위 요소를 파악하고, 일
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 행동의도 즉 고객만
족, 재구매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
는 효율적인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물리적 환경의 하위요소를 일식전
문점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실무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물리적 환경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구매 전 확인 및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구매 전 또는 구매 
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적 단서를 찾게 되는
데,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 또는 사용할 서비스 수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적 요소가 물리적 환
경이다[2][9]. 물리적 환경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정
의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형적인 서비스 상품을 유
형화 시키는 증거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
용이 발생하는 현장의 물리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10]. 

[11]는 물리적 환경이란 서비스 제공 조직 내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들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
건 또는 상황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는 공
기, 온도, 기압, 조명, 소음, 공간 등이 포함된다 하였다. 
[12]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대한 인식이 물리적 자
극이라 하였으며, 시각과 관련된 물리적 자극은 색채, 
조명, 크기, 형태 등이 포함된다 하였다. 청각에는 소리
의 고저, 속도, 횟수 등이며, 후각에는 냄새, 신선함 등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13]는 지리적 위치, 장치, 음악, 
풍경, 조명, 날씨, 제품 등에 대해 가시적 형태 또는 자
극물을 에워 싼 여타의 물리적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이며, [14]는 물리적 분위기 혹은 물리적 증
거 개념을 확대하여 물리적 환경 즉 서비스 스케이프
(service scape)라고 표현하며,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만든 물리적 환경이라 정의
하였다. 

서비스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는 서비스 기업의 물
리적 시설에서부터, 명함, 홍보물, 종업원까지 다양한 
유형적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구
성차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명확한 정의는 내
려진 바가 없다[7].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구성차원
을 주변요소, 공간 및 기능성, 표지판 및 상징 조형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주변요소는 기온, 소음, 색상, 
전망 등과 같은 환경의 배경 특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의 주변요소는 인간의 느낌, 사
고,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간배치와 기능성은 
기계설비, 시설, 가구 등의 배열방식과 이것들이 공간적
으로 적절하게 배치되는가에 대한 관계를 의미한다. 표
지판과 상징물, 조형물은 입구표시, 실내장식 등의 명시
적 단서를 의미하며, 업체와 공간의 상징적 의미나 전
체적 미적단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14][15].

물리적환경의 개별적 차원은 고객에게 기업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객의 마
음속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포지셔닝하고, 경쟁업체
와의 차별적 단서를 전달하는 역할로 물리적 환경이 대
두되고 있다. 특히 마케팅 실무자들은 물리적 환경이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관계에서 내적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15].

[2][15]는 물리적 환경이 고객에게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관계에서 성과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기대된 역할, 행
동 및 관계를 하도록 하므로 서비스 제공자를 사회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으며, 물리적 환경을 통해 
경쟁자와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무형적인 서비스 상품을 유형
화함으로써 구매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고, 서
비스 이미지와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효과적이며 강력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6-18].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
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12]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이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라 하였으며, [14]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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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요소, 디자인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10]
는 미적 시설, 분위기, 조명, 서비스 상품, 레이아웃, 사
회적 요인이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라 하였으며, [15]
은 다양한 시설물, 조명, 실내장식, 건물 등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19]은 청결성, 심미성, 공간배
치 기능성, 주변 분위기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
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 시장이 세
분화 되면서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물리적 환경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의 세분화에 따라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가 인식한 일식전문점에 대한 물
리적 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2.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한 후 가까운 미래 혹은 특정한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
내려하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을 의미한다[20][21]. 즉 
행동의도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행할 계획
을 의미하며, 마케팅 담당자에게 수요예측을 위한 도구
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 행동의도는 소비자의 행동
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2].

[23]는 구매의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소비자 구매행
동을 예측하는 모델인 합리적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으며,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사와 일치하
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합
리적 행동이론이란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 결정은 자신
에게 수행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수록 특
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24]은 고객이 
자신과 미래의 행동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계획이 행동
의도라 정의하였으며, 일정 목적 성취를 위해 실행할 
계획이라 하였다. [25]는 고객이 기업과의 관계를 지속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행동
의도라 정의하면서 행동의도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26]에 따르면 높은 행동의도는 소비자가 다른 제
품 및 서비스로 전환 감소를 의미하며, 긍정적 구전의
도를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의 제품 및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라 
정의하였다. 

행동의도의 구성요인에 대해 [20]은 재이용과 호의적 
구전으로 구성하였으며, [27]는 단골의사, [19]는 재방
문의사, 구전의도, 불평행동, 구매의사 4가지로 구성하
였다. 이외에도 [28]는 행동의도의 구성요인을 만족을 
포함한 세 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 만족, 재
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인 추천의도로 구성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전반적인 만족을 포함하
는 심리적 변수인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로 구
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 고객만족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이란 제화나 서비

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제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
제 경험에 따라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2]. 다시 말
하면 제품과 서비스 소비 전 고객의 요구(needs)와 기
대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소비 후 부응에 대한 결과로
서 제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가 일어나고, 신뢰가 지속
적으로 쌓이는 것을 의미한다[29]. 

[30]은 고객만족은 소비경험에 대한 결과의 산출물이
며, [31]는 구매자가 느끼는 투입비용 대비 보상의 적절
/부적절에 대한 인지적 형태가 고객만족이라 하였다. 
고객만족에 대한 일반적 이론은 기대불일치 이론이며, 
고객만족은 기대와 실제 성과간의 결과를 통해 설명하
는 것이라 하였다[32].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준이 높아짐으
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기업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전반적 만
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33]은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 고객충성도
가 높아지며, 가격민감성은 감소하고, 고객이탈이 감소
하며, 신규고객 유치 비용 감소,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는 등 기업의 혜택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4]는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표
전환의도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기업 혜택이 증가하며, 
고객의 재구매, 긍정적 구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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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고객만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무형적이
며, 인적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는 외식서비
스 산업에서 고객만족이 기업의 가치향상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므로, 외식기업에서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35].

2) 재방문의도
재방문의도(revisit intention)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나 재이용을 위한 재방문 가능성을 의미한
다. 즉 고객이 미래에도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반복하
여 이용할 가능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고객과 기업의 
상호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이다[35].

재방문의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객과 기업
에서 관계를 지속하며 기업의 이윤이나 성과를 창출시
키므로 중요한 개념이며, 재방문 또는 재구매를 유도하
는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다[36]. 따라서, 고객의 서비스 
반복의도 및 구매 경향을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사용되
는 중요한 측정요인이다. 재방문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지속적이 관계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3) 구전의도
구전의도(word of mouth intention)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교환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37][38], 특정 제품이
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
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추
천할 가능성으로, 전달자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
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39].  

구전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
의 근간을 이루며, 대중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므로 그 
효과가 크다[40]. 특히 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전달받
는 정보는 신뢰성이 크며, 대화를 통해 구매행동에 대
한 정보 제공과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소비자 행동
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41]. 또한 타인 또는 지
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대화를 통해 정보의 전달
력이 높으며, 경험이 생생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
써 소비자의 기억에 보다 쉽게 인식된다. 따라서 구매
를 예측하는 소비자 행동의도 파악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일식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

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 행동의도의 하위요인인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7][4][17][42-44]를 토대로 연
구모형을 도식화 하였으며,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구전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고객만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H3
H5

H4

H1물리적 
환경

고객
만족

재방문
의도

구전
의도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설문시점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

에 일식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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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녀이며, 대구·경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비확률표본추출방법
(non-probability sampling)의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에 나타난 지시어를 바탕으로 직
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18년 
11월 01일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60부를 배포하여 351부를 회
수하였으며,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341
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조사, 예

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하
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
문가 3명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토
대로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의 주요 하위요인에 대
한 측정항목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대구 지역의 외식 소비자 
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일식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5일에서 20
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관련 문항은 [7][14][45][46]의 연구를 
참고하여 15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행동의도의 하위 
변수인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와 관련된 문항
은 총 13문항으로 고객만족 4문항, 재방문의도 5문항, 
구전의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고객만족은 [32]의 연
구를 참고하였고, 재방문 의도는 [7][43][44]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구전의도는 [42][46]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과 행동의도에 대
한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방법은 IBM SPSS  23.0 통
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
성 및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
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물리적 환경
본 연구에서는 외식기업의 물리적 환경은 소비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식기업의 시설이며, 외식기업의 
시설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물리적 요인의 집합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리적 환경의 차원은 공조환경, 
공간배치, 상징물 등의 3개로 분류하여 연구한 [14]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식당 내부 이동은 편리하다, 부대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식당외관이 매력적이다, 식당의 
조명이 마음에 든다, 출입구 주변이 청결하다 등의 총
15개 문항으로 조작하여 설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구성요인 
중 쾌적성, 심미성,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였다. 
쾌적성은 외식기업의 물리적 환경에서 고객의 지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47-49]. 특히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청결하
고, 쾌적한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고[50]는 밝
히고 있다. 심미성은 외식업체 실내의 미적 매력도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51]은 밝혔다. 편리성은접근성을 포함하여 
장비, 서비스, 장소, 통로 이용의 편의성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내부 동선과 접근성은 고객의 심리
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52]은 밝혔다.  

2)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한 후 가까운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
와 신념으로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로 구분하
여 조작하였다. 

고객만족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 한다, 전반적으
로 만족 한다, 종사원의 관심과 배려에 만족 한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만족 한다 등의 4가지 문항으로 [32]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작하였으며, 재방문의도는 다음에도 
이용할 것이다, 음식 가격이 올라도 이용할 것이다, 문
제점을 경험해도 이용할 것이다, 음식의 품질이 좋아서 
재방문할 것이다, 분위기나 편리성으로 인해 재방문할 
것이다 등의 5가지 문항으로, [7][43][44]의 연구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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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조작하였다. 구전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
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다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이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것이다 등의 4가지 문항으
로 [42][46]의 연구를 참고해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
에게 설문시점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가장 자주 찾
았거나 친숙하게 생각하는 일식전문점에 대해 상기하
도록 유도하여 조작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

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
자는 341명으로 성별은 남성 167명(49.3%), 여성 173
명(50.7%)으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
은 20대가 116명(34.0%), 30대가 117명(34.3%), 40
대가 84명(24.6%), 50대가 24명(7.1%)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20-30대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의 경우 미혼 
186명(54.5%), 기혼 155명(45.5%)로 나타났으며, 직
업은 사무직이 145명(42.5%), 학생이 57명(16.7%), 공
무원 43명(12.6%), 전문직 41명(12.0%), 자영업 19명
(5.6%), 주부 17명(5.0%), 서비스업 16명(4.7%), 기타 
3명(0.9%)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측정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
질적인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varimax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 요인 적
재치 .4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53][54].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의 KMO(Kaiser- 
Meyer-Olkin)값은 .862, Bartlett’s test of shericity
값은 1735.865(p=.000)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쾌적성, 심미성, 편
리성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각각의 분산 설명력은 
23.502%, 15.775%, 15.282%이며, 총 분산 설명력은 
54.560%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검토한 결과 물리
적 환경의 3가지 하위요인은 각각 .870, .721, .674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수준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물리적 환경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개념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168 49.3

여성 173 50.7

결혼
여부

미혼 186 54.5

기혼 155 45.5

연령

20대 116 34.0

30대 117 34.3

40대 84 24.6

50대 이상 24  7.1

직업

사무직 145 42.5

학생 57 16.7

공무원 43 12.6

전문직 41  12.0

자영업 19  5.6

전업주부 17  5.0
서비스업 16  4.7

기타 3  0.9

합 계 341 100.0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제치

쾌
적
성

공기가 쾌적하다 3.89 .721 .851
실내온도가 쾌적하다 3.85 .726 .824
조명의 밝기는 적당하다 3.81 .696 .797
내부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3.74 .736 .719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이용하기 청결하다 3.48 .821 .691

Cronbach’s α=.870,   Eigen-value(variance 
explained)=3.525(23.502)

심
미
성

실내 장식이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3.44 .745 .776
식당의 외관이 매력적이다 3.48 .835 .744
식당의 시설물과 조명이 마음에 든다 3.46 .713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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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대한 타당성 검
정을 위해 단일차원성검정(unidimensionality)을 활
용하였다. 단일차원성검정은 개념에 대한 세부문항들이 
단일요인모델에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단일차원성검정의 일반
적인 방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와 구전의도 각각의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728-.887로 분포하고 있으며, 분산 설명력은 고객만
족이 69.918%, 재방문의도가 64.921%, 구전의도가 
72.771%로 나타났으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
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측
정항목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각 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대한 측정 항목들
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검토
한 결과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각각 .852, 
.863, .87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만족
한다. 따라서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각각의 
측정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다.

표 3.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구전의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3. 구성개념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분

석 결과 도출된 각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각 구
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0.8로 미만으로 나타나 각 구성개념간의 판별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성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 및 
내적일관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55].

표 4. 구성개념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제치

고
객
만
족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 한다 3.31 .726 .869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3.17 .659 .857
종사원의 관심과 배려에 만족 한다 3.33 .690 .836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만족 한다 2.84 .797 .780

Cronbach’s α=.852, Eigen-value(variance 

explained)=2.797(69.918), KMO(Kaiser-Meyer-Olkin)=.81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598.671(p=.000)

재
방
문
의
도

다음에도 이용할 것이다 3.21 .662 .839
음식 가격이 올라도 이용할 것이다 3.26 .668 .830
문제점을 경험해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3.30 .646 .728
음식의 품질이 좋아서 재방문할 것이다 3.36 .678 .781
분위기나 편리성으로 인해 재방문할 것이다 3.55 .712 .746

Cronbach’s α=.863, Eigen-value(variance 
explained)=3.246(64.921), KMO(Kaiser-Meyer-Olkin)=.84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771.487(p=.000)

구
전
의
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다 2.89 .728 .887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2.99 .765 .852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2.89 .728 .848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것이다 3.20 .725 .824

Cronbach’s α=.875, Eigen-value(variance 
explained)=2.911(72.771), KMO(Kaiser-Meyer-Olkin)=.76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747.205(p=.000)

실내·외 장식이 분위기에 어울리게 되어있다 3.34 .776 .579
시설물과 장식물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준
다 3.38 .707 .469

Cronbach’s α=.721,   Eigen-value(variance 
explained)=2.366(15.775)

편
리
성

찾아오기 쉬운 곳에 위치하였다 3.38 .690 .741
내부 이동이 편리하다 3.38 .652 .713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2.68 .591 .672
메뉴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55 .753 .552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있다 3.56 .743 .423

Cronbach’s α=.674,   Eigen-value(variance 
explained)=2.292(15.282)

Factor extraction: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54.560%, KMO(Kaiser-Meyer-Olkin)=.86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735.865(p=.000)

연구
단위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쾌
적성

3.752
(0.601) 1.00

2.심
미성

3.418
(0.520

.428
 1.00

3.편
리성

3.309
(0.494)

.424


.425
 1.00

4.고 3.163 .344 .385 .6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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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3. 연구의 가설 검증
소비자가 인식하는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

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의 입력변수 선택방법은 단계선택법
(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는 [표 5]와 [표 6][표 7]과 같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
향 측정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한
(F=55.541, p=.000)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R²=.331
(수정된 R²=.325)로 나타나 33.1%의 설명력을 확인하
였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t=8.758, 
p=.000)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미성 요인
(t=3.260, p=.001)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t=1.434, p=.153)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
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쾌적성이 고객
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값이 67.181(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또한 R²=.374(수정된 R²=.369)
로 나타나 37.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일식전문
점의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t=6.955, p=.000), 심미성
(t=3.191, p=.002)과 편리성(t=5.388, p=.000)은 각각 
p<.001, p<.01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
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따라 쾌적성, 편리성, 심
미성 순서로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값은 35.271(p=.000)로 나타나 유의한 회귀식이 도출
되었고, R²=.239(수정된 R²=.232)이며, 설명력은 
23.9%로 나타났다.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요인 중 
쾌적성(t=6.014, p=.000)과, 심미성(t=3.788, p=.000)
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편리성의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구전의도에 영향은 쾌적성과 심미성 순서로 나타났으
며, 따라서 가설 3도 부분 채택되었다.

표 5.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재방문 의도, 구전의도에 미치
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SE Beta

상수 .600 .215 2.791* .006
쾌적성 .494 .056 .453 8.758** .000
심미성 .171 .053 .161 3.260* .001
편리성 .074 .052 .074 1.434 .153

종속변수: 고객만족
R²=.331,   Adj. R²=.325,   F=55.541**(p=.000),   Durbin-Watson=1.977

상수 .743 .188 3.960** .000
쾌적성 .343 .049 .348 6.955** .000
심미성 .147 .046 .153 3.191* .002
편리성 .243 .045 .270 5.388** .000

종속변수: 재방문의도
R²=.374,   Adj. R²=.369,   F=67.181**(p=.000),   Durbin-Watson=2.026

상수 .633 .240 2.636* .009
쾌적성 .379 .063 .332 6.015** .000
심미성 .223 .059 .200 3.788** .000
편리성 .078 .058 .075 1.356 .176

종속변수: 구전의도
R²=.239,   Adj. R²=.232,   F=35.271**(p=.000),   Durbin-Watson=1.788

*p<.01, **p<.001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을 4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t값이 17.483(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즉, 고객만족이 
높으면 재방문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
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305.667로 나타나고, 
R²=.474(수정된 R²=.473)로 47.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객
만족 (0.599)   

5.재
방문
의도

3.337
(0.541)

.488


.405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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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6.구
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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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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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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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SE Beta

상수 1.369 .115 11.949 .000
고객만족 .622 .036 .689 17.483 .000

종속변수: 재방문의도
R²=.474,   Adj. R²=.473,   F=305.667(p=.000)

고객만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t값이 14.716(p=.000)으로 나타나 가설 5
는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의 F값이 p=.000에서 
216.557로 나타났으며, R²=.390(수정된 R²=.388)로 
39.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고객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SE Beta

상수 .923 .143 6.453 .000
고객만족 .654 .004 .624 14.716 .000

종속변수: 구전의도
R²=.390,   Adj. R²=.388,   F=216.557(p=.000)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의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일식전문점의 물
리적 환경의 하위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쾌적성, 심미성, 편리성의 세 가지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소비자 행동의도의 하위 변수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로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하위 요인이 고객만족,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의 소비
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과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식전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일식전문점 운영에 차별화된 경쟁우
위의 전략과 유용한 정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 8]에 간략하게 나타냈으
며, 자세한 내용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8. 연구가설의 결과 요약

가설 가설내용 채택
여부

가설 1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2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4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5 고객만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첫째,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 심미성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편리성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리적 환경의 쾌
적성, 심미성 순서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재방문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심미성의 순서로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은 구전의도에 부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 심미
성 순서로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편리성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고객만족이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고객만족은 기업과 업장에 대한 신뢰가 지속됨으로써 
방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 [56][57]의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고객만족이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로 지각
되어 기업의 명성과 수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기업의 물리적 환경 조성과 
마케팅 전략의 개발은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신규
고객 유치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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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일식전문점 물리적 환경의 쾌적성은 
고객에게 무형적 단서인 서비스를 유형적 단서로 인식
하게 하며,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식공간은 단순히 고
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분위기와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사교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음식
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이 보다 편의성 있는 환경에서 음
식을 즐기며, 사교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식전문점의 경우 식재료
가 주로 어패류이므로 식공간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도
록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날씨 
및 요일에 따른 실내온도 및 습도를 관리하여 고객이 
쾌적한 환경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광연 고
객만족 물리적 환경의 구성요소 중 심미적 요소는 조형
물, 상징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반적인 미적 인상을 전
달함으로써 첫인상을 결정하고, 무형의 서비스를 명시
적 단서로 나타냄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경쟁업체
와 차별화를 위한 단서로 심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업
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조
형물이나, 업체의 주력 메뉴 또는 스토리를 형상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심미적 요
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식전문점의 내부는 
일본의 특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일본 
문화가 드러나도록 인테리어 한다면 고객의 만족을 보
다 자극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기
업의 수익창출과 직결되며, 기존 고객유지, 신규고객 유
치를 위한 비용 절감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는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의 심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와 분위기를 접목하여 제시한다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환경 중 편리성이 고객만족과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수준에 일정수준 부응한다
면,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환경이 다소 미흡하

더라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로 일식전문점 물리적 환경의 편리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차장이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
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음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내부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보강하도
록 해야 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접근성을 높이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가치 변
화에 따라 일본음식 특유의 섬세하고 예술적 특성을 전
달하고자 하는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물리적 환경에 고객만
족과,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
여 실무적 차원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커
피전문점의 물리적 환경, 중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한식 뷔페의 물리적 환경, 오픈주방 레스
토랑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등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식 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일식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수행은 일식 
전문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인 
대구지역의 일식전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
며, 다양한 객단가의 일식전문점 물리적 환경 측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추
출지역을 확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일식전문점으로 업종을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업
종을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업종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확인하여 보다 실무적 마케팅 전략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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