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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최근 농식품의 수입개방 확대와 함께 먹거리의 세계

화가 진행되고 있다 먹거리의 세계화는 농식품의 안전. 

성문제와 소비자의 불안감 원거리 수송에 따른 인위적, 

인 처리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의 유통에 있어 국내(Jang,  2013). 

외 시장이 확대되고 유통기업들은 대규모적인 물류망 ,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먹을거리의 .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절을 유발시키고 있다(Gouk, 2012). 

이에 따라 최근에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인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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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정가격을 (Kim et al., 2013), 

통한 공급체인의 축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Trobe, 2002), 

비자간의 사회적거리 물리적거리 그리고 농식품의 자연, 

적거리를 줄인다는 의미를 갖는다(Hong et al, 2014; Won 

이와 같은 로컬푸드는 소비자의 가정식탁을 et al, 2015). 

넘어 생산자직판 농협이나 지자체의 직매장 단체급식, , , 

생협판매 농민장터 그리고 도시농업까지 확산되어 다양, 

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Gouk, 2012; Jang, 2013; Seo, 

2013).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협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년 월 완주용진농협을 시작으로 ,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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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로컬푸드 매장의 형태는 샵인샵(MAFRA, 2015). 

이나 독립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shop in shop) . 

결국 로컬푸드 매장도 소매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최

근 대형유통업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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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UVTCEV :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act of the service quality of local food stor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of the customers as the interest into local foods is increasing. The main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many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use the local food stores based on the trust in the origin of the products and good quality. Second,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suitable for factor analysis and the correlation had a positive (+) directivity. Third, reliability, assurance, 

empathy and tangibles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 impact among the 5 aspects of service quality except for responsiveness. 

Fourth, custome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local food stores, and reliability, assurance and 

empathy had a positive (+) impact on revisiting intention 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except for responsiveness and tangibles 

among the 5 service quality aspects. Therefore, it is thought to be required to keep having interests into service quality to gain a 

competitive edge as a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since the service quality of local food stores has impa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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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또한 대형유통업점들도 매장내에 로컬푸드 .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매점의 경쟁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생존

하기 위해서는 상품전략 가격전략 이벤트 전략 등도 필, ,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 

비스품질은 고객만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Hong & 

이는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Thanh Hoa, 2009),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로컬푸드 매장에 있어서 . 

서비스품질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그 고객만, 

족이 재방문의도를 증가시켜나가는 경쟁우위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Kim, 2008).

그동안 로컬푸드와 관련된 연구는 정책적 측면과 소

비자행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정책적 측면. , 

은 로컬푸드의 성공요인 로컬푸드 운(Kwon et al., 2013), 

동의 현황과 과제 신제도론과 사(Han, 2009; Kim, 2011), 

회경제적 네트워크 접근 등(Lee, 2014; Masatsugu, 2014) 

이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행동적 차원의 접근은 로컬푸. 

드의 가치인식과 지각된 가치(Won et al., 2015; Lee & 

구매요인 및 유형별 차이 소비Song, 2013), (Kim, 2015), 

자인식과 쇼핑동기 그리고 브랜드 (Lee & Park, 2014a), 

자산 등이 있다 그(Kim et al., 2013; Lee & Park, 2014b) . 

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적 측면과 소비자

행동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소비자행동적 차, 

원에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증가와 지속적인 매

장의 증가 속에서 로컬푸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

속성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소매점의 . 

한 형태인 로컬푸드 매장이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 속에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인을 서비

스품질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로컬푸드 매장의 이용고객. 

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로컬푸드 매장의 경쟁력 확보. 

를 통한 지속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II. 

로컬푸드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

면서 최대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에서 생산가공되는 것으로 직거래나 공습사슬의 단축을 ‧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유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Trobe, 2002; Kim et al., 2013; Lee & 

즉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먹을거리를 매개Park, 2014b). 

로 하는 관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신토불이 지산지, 

소 슬로우푸드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Kim, 2005; Yoon & You, 2009; Woo & Hong, 2011; 

Kim et al., 2013).

이와 같은 로컬푸드는 몇 가지 운영상의 특성과 장점

을 갖고 있는데 가족적 소농 및 고령농의 조직화와 지, 

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대도시 배후의 이점을 활용, 

한 틈새시장의 개척이 용이하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마음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장소적 

역할을 하고 소비자와 대면접촉의 확대를 전제하므로 , 

지역 농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으며 농, 

업인의 직접가공을 촉진하여 농식품산업의 차산업의 활6

성화 역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구. 

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Jang, 2014; Sin, 2015).

이러한 운영상의 특성과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로컬

푸드 매장은 확산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도 소매점의 , 

일환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영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 

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경영체 유지를 위.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서비스품질2. 

품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객들은 반복된 노출을 통해 품질을 인식하는 선험적 

접근 품질을 정 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 보는 상품중, 

심적 접근 주관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관점인 사용자 , 

중심적 접근 공급자 지향적인 제조 중심적 접근 그리고 , 

만족스러운 가격에서 적합성을 제공하는 상품인 가치 중

심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Lee, 2011). 

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서비스품질의 연구는 사용자 중

심적 정의를 기초로 한 서비스품질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Hwang & Kim, 2011; Lee, 2011).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한 서비스

를 비교 및 평가한 결과로 볼 때 그 분류는 결과품질, , 

과정품질 상호관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 . 

비스품질의 측정은 결과품질과 과정품질의 차원 품질모2

형 과 모형(Grönroos, 1984) SERVQUAL (Parasuraman et al., 

으로 측정된다 특히 모형은 초기에는 1988) . SERVQUAL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가지 차원이었지만 이후 신뢰10 , 

성 응답성 공감성 유형성 확신성의 개 차원으로 수정,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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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wang & Kim, 2011; Lee, 2011). 

로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만족과 재방문

의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정된 의 SERVQUAL 5

개 차원을 이용하였다 수정된 에서 차원은 . SERVQUAL 5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신뢰성 고객( ), 

을 돕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응답성 직( ), 

원의 지식과 정중함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능

력확신성 고객을 보살핌 또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개별( ), 

적인 관심공감성 물리적 시설의 외양과 장비유형성( ), ( )

로 구분할 수 있다(Zeithaml et al., 2009; Jeon & Bae, 

2009).

고객만족3. 

고객만족의 개념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소비자의 구

매의사 결정과정에 결과변수로서 마케팅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만족은 소비자의 (Lee, 2013).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요소이며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 한 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

에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Choi, 2008; Kim et al., 

즉 고객만족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 연결2012). 

된다는 것이다(Sun, 2012).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는 기대수준과 비교해서 만족이

나 불만족을 결정하는 것 고객이 느끼는 (Oliver, 1980), 

즐거움의 정도 기업의 수익성에 기(Hellier et al., 2003), 

여하는 것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서비(Zeithaml, 2000) . 

스품질은 고객만족의 선행변수이며 고(Woodside, 1989), 

객만족이 긍정적인 구전과 재구매의도 재방문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im, 2003; 

Kim, 2014).

재방문의도4. 

재방문의도는 고객충성도 고객유지 관계지속의 개념, , 

으로 설명되며 측정은 동일한 종류의 브랜드나 동일한 , 

종류의 제품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재방문의도는 기. 

업의 이윤이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객유지 및 재방문행동의 내용으로서 , 

마케팅에서 중요한 핵심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Sun, 

2012).

재방문의도는 실제적인 재구매와 행동 및 고객유지와 

관련되어 있고 고객만족의 긍정적 인식이 많(Kim, 2014), 

을수록 구매의도나 재방문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재방문의도에 많은 (Lee & Lim, 2000).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인데 이 , 

요인은 재방문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한 소(Bitner, 1990; Na, 2013). 

비자의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에 재방문의도가 결정된다

고 볼 수 있다.

연구설계III. 

연구모형1. 

본 연구는 로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서. 

비스품질의 차원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5 ( , , , , 

성은 이 제시한 것을 기초로 로) Parasuraman et al.(1988)

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에 적용하였고 고객만족과 재, 

방문의도는 과 에서 제Lee & Park(2014b) Kim et al.(2012)

시된 것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 

과 같이 설정하였다<Figure 1> .

가설설정2. 

이상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로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

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 그리고 서비스품질이 재방

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고객만족H1. 

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로컬푸드 매장의 신뢰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H1-1. (+)

Local Food of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H1(+) H2(+)

H3(+)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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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응답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H1-2. (+)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신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H1-3. (+)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공감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H1-4. (+)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유형성은 고객만족에 정 의  H1-5. (+)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의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H 2. 

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재방문H 3.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로컬푸드 매장의 신뢰성은 재방문의도에 정 H3-1.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응답성은 재방문의도에 정 H3-2.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신성은 재방문의도에 정 H3-3.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공감성은 재방문의도에 정 H3-4.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유형성은 재방문의도에 정 H3-5.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3. 

로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 및 근거는 <Table 

과 같다 서비스품질의 차원에 대한 설문문항은 1> . 5

Parasuraman et al.(1985), Parasuraman et al.(1988), 

의 차원을 기본으로 하였고 이를 로Zeithaml et al.(2013) , 

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그리고 유형성의 주차와 매장위치는 의 Seo & Heo(2009)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전반적 만족 즐겁고 . , 

좋다고 생각 쇼핑목적의 고객만족은 의 설문, Kim(2012)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계속이, . 

용 타인추천 가격조정시 이용의사인 재방문의도는 , , Seo 

의 설문문항을 수정 보& Heo(2009), Sun(2012), Jo(2014) , 

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사항의 이용이유 인지경로는 의 설, Jang(2014)

문문항을 이용하였고 기타문항은 성별 나이 학력 결혼, , , , 

여부 직업 가족수 월 이용횟수 가족 월평균 소득의 설, , , , 

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척도는 서비스품질. , 

고객만족 재방문의도는 등간척도 점 일반적 사, (Likert 5 ), 

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개요와 분석방법4.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위치한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쇼핑을 마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 월 . 2015 6 16 ~6

일까지 총 일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25 10 , 

이용하여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 . 

조사부수는 부이며 이중 설문내용이 부실하게 작성228 , 

된 부를 제외한 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16 212 .

설문문항의 분석은 을 이용하여 일반적 사SPSS 19.0

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

Division　 Questionnaire Number
Variable 

name
Scale

Service quality

Reliability 4 R1~R4

Interval scale
(Likert 5)

Responsiveness 4 RP1~RP4

Assurance 4 A1~A4

Empathy 5 E1~E5

Tangibles 5 T1~T5

Customer 
satisfaction

Satisfaction, Fun in the use, Achievement of objectives 
Shopping

3 CS1~CS3

Revisit intention Continues use, Other recommend, When using price changes 3 RV1~RV3

General 
characteristics

why use a store,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2
Nominal scale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No. of 

family member, Monthly us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8

Table 1.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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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분석결과IV. 

조사자의 특성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성별은 남<Table 3> . 

성이 여성이 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25.9%, 74.1% , 40

세 미만이 세 미만이 세 이상이 29.3%, 40~50 33.0%, 50

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로 많았고 다음으로 37.7% . 72.2% , 

대학원졸 고졸 중졸의 순이었다 조사자의 결혼여부는 , , . 

기혼이 미혼이 이었고 직업은 회사원이 90.1%, 9.9% , 

가정주부 자영업 전문직 기17.9%, 35.4%, 6.6%, 19.8%, 

타가 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수는 명이 20.3% . 1~2

명이 명 이상이 를 보였다 이12.7%, 3~4 73.1%, 5 14.2% . 

용자의 월평균 가족소득은 만원 미만이 300 12.3%, 

만원이 만원이 그리고 300~400 25.4%, 400~500 38.7% 500

만원 이상이 이었다23.6% . 

조사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특성을 보면 로컬푸드 매, 

장의 월 이용 횟수는 회가 회가 1~2 24.5%, 3~4 27.8%, 

회가 회가 그리고 회 이상이 5~6 13.7%, 7~8 14.6% 9

를 보였다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19.4% . 

격이 합리적이어서가 품질이 좋아서가 품10.4%, 34.9%, 

목이 다양해서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0.5%, 

서가 그리고 원산지를 믿을 수 있어서가 를 18.4% 35.8%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로컬푸드 매장의 이용은 원산지. 

를 믿을 수 있다와 품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은 주위추천이 언38.7%, 

론매체 인터넷 및 기타가 매장홍보가 10.4%, 34.4%, 

를 보였다16.5% . 

Division　 Contents

Survey area Local food 4 stores located in Jeonju and Wanju

Survey period 6/6/2015 ~ 25/6/2015

Survey Subject Consumers have finished shopping, go to the local food store

Survey method Interview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tal survey Analyzed from the 201 to 228.

Analysis Method
Frequency,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 Reliability,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9.0

Table 2. Research and Analysis Method

Division　 N % Division　 N %

Gender
Male  55 25.9

Use count
(monthly)

1~2 52 24.5

Female 157 74.1 3~4 59 27.8

Age

Less than 40  62 29.3 5~6 29 13.7

40~50  70 33.0 7~8 31 14.6

50 & up  80 37.7 more than 9 41 19.4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  0.9

Reasons to 
visit

The price is reasonable 22 10.4

High school graduate  27 12.7 Good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74 34.9

Graduate school 153 72.2 The agricultural products vary  1  0.5

More than graduate school  30 14.2 This is to help producers. 22 10.4

Marital
status

Married 191 90.1 It is helpful to the community 17  8.0

Single  21  9.9 Can trust a country of orgin 76 35.8

Occupation

Office worker  38 17.9

Information 
acquisition

Recommended around 82 38.7

Housewife  75 35.4 Media 22 10.4

Self-worker  14  6.6 Internet & etc 73 34.4

Professions  42 19.8 Store promotion 35 16.5

Etc.  43 20.3
Monthly
Income

(thousand)

Less than 3,000 26 12.3 

No. of 
Family 
member

1~2  27 12.7 3,000~4,000 54 25.4 

3~4 155 73.1 4,000~5,000 82 38.7 

More than 5  30 14.2 More than 5,000 50 23.6 

Table 3. Profile of survey participant characteristics.(N=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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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2.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을 위한 베리멕스 직각회전(varimax) (orthogonal rotation)

에 의한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알파의 신뢰도 분석의 결

과는 와 같다 문항의 선택은 고유값<Table 4> . (eigen 

은 이상 요인 적재량은 이상을 기준으로 value) 1.0 , 0.60 

하였다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설문문항 개에 . 22

대해서 차 요인분석에서 확신성의 의 설문문항은 요1 A1

인적재량이 낮아 제외하고 설문문항 개에 대해서 요인21

분석을 하였다. 

우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 

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Kaiser-Meyer-Olkin(KMO)

은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값은 높을수록 좋0.929 . KMO

으나 일반적으로 보다 크다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 0.50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Roh, 2014). KMO 

값이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는 꽤 0.90 , 0.80~0.89

좋은 편 는 적당한 편 는 평범한 편, 0.70~0.79 , 0.60~0.69 , 

는 바람직하지 못한 편 미만이면 받아들0.50~0.59 , 0.50 

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Song, 2011). 

값이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상당KMO 0.929

히 좋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의 구형. Bartlett

성 검정은 요인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행력

이 대각행력이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의미

하는데 에서 의 구형성 검정(Roh, 2014), <Table 4> Bartlett

이 유의확률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000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Song, 

에서 공통성은 이상이었고 고유값2011). <Table 4> 0.60 , 

은 이상이었다 그리고 신뢰도는 이상이면 신뢰1.0 . 0.6 

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로컬푸드 서비스품질의 신뢰, 

도 값은 모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0.6 .

는 로컬푸드 매장의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Table 5>

족과 재방문의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우선 차 요인분. , 1

석에서 가격조정시 지속적 이용은 요인적재치가 RV3( )

낮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값이 이었. KMO .869

고 의 유의확률은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 Bartlett .000

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이상이었으며 고유값. 0.6 , 

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도는 고객만족이 1.0 . , 

재방문의도가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867, .888

있었다.

Variable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Reliability

R2 .840 .830

2.681 12.768 .851
R1 .741 .759

R3 .606 .664

R4 .523 .623

Responsiveness

RP2 .731 .739

2.910 13.855 .861
RP1 .727 .690

RP4 .718 .745

RP3 .603 .694

Assurance

A3 .637 .845

2.113 10.060 .805A2 .631 .598

A4 .620 .671

Emapthy

E2 .815 .826

4.440 21.143 .930

E4 .797 .803

E1 .774 .818

E3 .758 .789

E5 .591 .686

Tangibles

T2 .795 .727

3.036 14.455 .820

T1 .768 .730

T4 .703 .731

T3 .648 .607

T5 .628 .605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92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3033.588, d.f=210, Sig=.000
Note : Assurance(A1) are noted by the exclusion loading factor low.

Table 4.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local food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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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3.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과 고객만족 재, 

방문의도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과 같다<Table 6> .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는 유의수준에서 유, 1% 

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구성 개념간의 상관관계는 정. 

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설의 검정4.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고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검정의 결과는 (+)

과 같다 종속변수를 고객만족으로 하고 독립<Table 7> . , 

변수를 서비스품질의 차원인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5 , , , 

공감성 유형성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설의 검정결과 신뢰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값이 로 나타나 은 채택되었고 응답(H1-1) t 2.774 H1-1 , 

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값이 로 나(H1-2) t 1.944–
타나 는 기각되었다 확신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H1-2 . 

영향 은 값이 를 보여 은 채택되었고 공(H1-3) t 3.194 , H1-3 , 

감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값이 을 (H1-4) t 3.680

보여 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형성이 고객만족에 , H1-4 .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Reliability 3.6757 .67546 1

Responsiveness 3.5212 .73755 .686** 1

Assurance 3.8208 .68793 .627** .612** 1

Empathy 3.4415 .74616 .632** .733** .686** 1

Tangibles 3.5321 .67164 .393** .443** .490** .555** 1

Customer satisfaction 3.7767 .76139 .540** .473** .607** .632** .579** 1

Revisit intention 4.0425 .78377 .534** .449** .599** .542** .384** .792** 1

Not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Variables Factor loading Communalities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Customer 
satisfaction

CS3 .894 .880

2.221 44.424 .867CS1 .685 .745

CS2 .676 .826

Revisit 
intention

RV2 .869 .896
1.992 39.845 .888

RV1 .860 .86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6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757.152, d.f=10, Sig .000

Note : Revisit intention(RV3) are noted by the exclusion loading factor low.

Table 5.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revisit local food stores custome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Dependent 
variable:
Customer 

satisfaction

(Constant) .329 .245 1.341 .181
Reliability(H1-1) .221 .080 .196 2.774 .006* .455 2.200

Responsiveness(H1-2) -.156 .080 -.151 -1.944 .053 .377 2.656
Assurance(H1-3) .251 .079 .227 3.194 .002* .451 2.218
Empathy(H1-4) .308 .084 .302 3.680 .000* .338 2.961
Tangibles(H1-5) .330 .066 .291 4.988 .000* .669 1.494

R2=.531, Adjusted R2=.520, F=46.736, Sig=.000, Durbin Watson=2.042
Note : *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7. Hypothesis Tes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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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은 값이 로 나타나 는 채택(H1-5) t 4.988 H1-5

되었다 결국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확신. , , 

성 공감성 유형성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에 , , 

정 의 영향을 주었다(+) .

회귀모형은 값이 에서 을 보이고 있고F P=.000 46.736 , 

로 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R2=.531 53.1% . 

의 수치는 로 나타나 독립적으로 볼 Durbin-Watson 2.042

수 있었다 그리고 공차한계는 이상을 보이고 있고. 0.1 , 

분산팽창계수 는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VIF) 10 

문제는 없었다.

다음의 은 로컬푸드 매장 이용자의 고객만<Table 8>

족은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검정의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재방문의도이며 독립변. , 

수는 고객만족으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의 검정결과 값은 로 분석되어 고객, t 18.774(p=.000)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준다는 는 채택(+) H2

되었다. 

는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Table 9>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

대한 검정결과이다 가설검정을 위해서 종속변수를 재방. 

문의도로 하고 독립변수는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응답, , 

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 , 

실시하였다 가설의 검정결과 신뢰성이 재방문의도에 미. , 

치는 영향 은 값이 으로 나타나 은 채택(H3-1) t 2.986 H3-1

되었다 그리고 응답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값이 로 나타나 는 기각되었다 확(H3-2) t 1.021 H3-2 . –
신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값이 를 (H3-3) t 4.412

보여 은 채택되었고 공감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 H3-3 , 

는 영향 은 값이 을 보여 는 채택되었다(H3-4) t 2.061 , H3-4 . 

그리고 유형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값(H3-5) t

이 로 나타나 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로컬푸드 .844 H3-5 . 

매장 서비스품질의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은 통계적 유, , 

의수준에서 재방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 

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로컬생산에 따, 

른 상품의 안전성 그리고 고객의 관심 사항에 대한 로컬

푸드 매장의 충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회귀모형은 값이 에서 을 보였고F P=.000 29.630 , 

로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R2=.418 41.8% . Durbin- 

의 수치는 로 나타나 독립적으로 볼 수 있었Watson 1.762

다 또한 공차한계는 이상 분산팽창계수 는 . 0.1 , (VIF) 10 

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요약 및 결론V. 

이 논문은 로컬푸드 매장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로컬

푸드 매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Dependent 
variable:
Revisit 

Intention

(Constant) .942 .281 3.346 .001

Reliability(H3-1) .273 .091 .235 2.986 .003* .455 2.200

Responsiveness(H3-2) -.094 .092 -.088 -1.021 .308 .377 2.656

Assurance(H3-3) .398 .090 .349 4.412 .000* .451 2.218

Empathy(H3-4) .198 .096 .188 2.061 .041* .338 2.961

Tangibles(H3-5) .064 .076 .055 .844 .399 .669 1.494

R2=.418, Adjusted R2 유의확률=.404, F=29.630, =.000, Durbin Watson=1.762 

Note : *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9. Hypothesis Testing(3)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Dependent variable:
Revisit intention

(Constant) .668 .169 3.961 .000

Customer satisfaction(H2) .769 .041 .792 18.774 .000*

R2=.627, Adjusted R2=.625, F=352.457, Sig=.000, Durbin Watson=1.956

Note : *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8. Hypothesis Test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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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로컬푸드 . 

매장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그리

고 재방문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 

해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주요 분. 

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자의 로컬푸드 매장의 월 이용횟수는 회, 3~4

가 로 많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27.8% , 

원산지를 믿을 수 있어서가 품질이 좋아서라는 35.8%, 

응답이 로 많았다 또한 로컬푸드와 관련된 정보는 34.9% . 

주위추천이 인터넷 및 기타가 로 많았다38.7%, 34.4% .

둘째 로컬푸드 매장에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만족, 

과 재방문의도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결과는 고유값이 

이상 공통성은 이상 신뢰도는 이상으로 분석1 , 0.6 , 0.6 

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구성 . 

개념간의 상관관계도 정 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로컬푸드 매장에서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고, 

객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 (H1)

종속변수를 고객만족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서비스품질, 

의 차원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응5 . 

답성 을 제외한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H1-2) (H1-1), (H1-3), 

유형성 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고객만족에 (H1-4), (H1-5)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용자의 고객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종(+) (H2)

속변수를 재방문의도 독립변수를 고객만족으로 해서 단, 

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고객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정 의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컬푸드 매장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재방, 

문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 (H3)

종속변수를 재방문의도 독립변수를 서비스품질의 차원, 5

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성. (H3-2)

과 유형성 을 제외한 신뢰성 확신성(H3-5) (H3-1), (H3-3), 

공감성 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재방문의도에 정(H3-4)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컬. 

푸드 매장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로컬생산에 따, 

른 상품의 안전 고객관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 볼 수 ,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로컬푸드 매장이 지속적인 , 

경영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품질이 곧 로컬푸드 매장의 경쟁. 

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서비스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지. 

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이

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으로까지 그 결과

를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특정지역의 조사가 아닌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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