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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지각된 기시간이 재방문과 

구 에 미치는 향

강수연*․박지혜**

Effects of Perceived Waiting Delay on Revisit Intention 

and Word of Mouth

Abstract

While anyone served thinks that speed and time of service are becoming more im-
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the value of the time, waiting time became the part of 
life inevitable. Long waiting time can cause customers to have negative feelings and affect
customer satisfactions and revisits. Therefore service companies including restaurants 
should make an effort to reduce perceived waiting time with an endeavor of working 
staffs and physical circumstances.

Ⅰ. 서론1)

서비스는 일반 제조업 상품보다 더 

많이 무형 이고 이질 이며, 부분 생

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소비자

가 서비스 달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어(Bowen and Schneider, 

1988) 상품 리에 한 새로운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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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은 소비

자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구매결

정을 하기 해 필요한 단서 제공에 제

한을 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달 

과정에서의 주  인지 즉 서비스 경험

이 요한 서비스 평가의 참고자료가 된

다(Bintner and Tetreault, 1990). 따라서 

리자들은 서비스 품질인지와 만족향

상을 해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을 성공

으로 리해야만 한다.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에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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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기(Wai-

ting)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는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특히 제조업 부분에

서보다 서비스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James and Mona, 1994). 제조업

의 경우 재고를 통해 수요의 조 이 가

능한 반면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

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 조 을 하기 

힘들어 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Mai-

ster, 1990). 고객은 기 상을 보고 서

비스 품질을 단하게 되며 과다한 기

는 고객에게 서비스에 한 부정  인상

을 심어주게 된다. 이는 경제  비용뿐 

아니라 정신 , 심리  문제까지를 유발

하고 서비스의 품질인지와 직결되는 문

제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문제가 

존재하지만 서비스에서 가장 심의 

상은 역시 고객의 기이다(권완우, 2004). 

서비스에 한 욕구가 과되는 곳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어 공 을 과하는 

경우에 기가 발생하고, 서비스 주요 특

성의 하나인 시간, 월별, 계 별로 수요

변동이 발생하는 상으로 기가 발생

하며 서비스 제공시의 다양성으로 인하

여 기가 발생하므로 서비스 기업에서

의 불가피하게 기 상을 경험하게 된

다. 따라서 기에 한 소비자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 기업의 요한 목

표가 되었고, 서비스 기업은 기시간을 

임으로서 기의 부정 인 향을 

화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서

비스 기업들은 기 리의 요성을 인

식하고 시설배치, 약 등의 리 활동을 

통해 실제 기시간을 이는데 노력하

고 있다. 그 외에도 기하는 동안 TV나 

인터넷, 음악, 잡지 등을 제공하거나 매

력 인 기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지루

함을 덜 느끼게 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간에 한 가치는 서비스 비용과 

련되므로 기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서비스 기업 모두에게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기시간의 단축을 

해서는 실제 기시간을 이는 방법

이 있으나 이것은 운 리나 기술에 많

은 향을 받고 비용 인 문제를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실제 기시

간을 이기가 어렵다면 소비자의 심리

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각된 기시간

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에서는 소

비자가 기를 하고 있는 동안 즐거운 경

험을 통해 기에 한 부정 인 감정을 

이고, 기를 하는 행 를 잊어버리도

록 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 이라고 본

다. 기경험은 객 인 기시간이 아

닌 지각된 기시간에 의해 향을 받으

므로, 운 리 기술의 한계를 보완해 

 수 있는 기 리 방법은 소비자의 

지각된 기시간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를 들어 가능한 한 기시간이 빨리 

그리고 즐겁게 지나가도록 기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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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리함으로서, 비록 객 인 

기시간을 짧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

의 부정 인 향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다(Pruyn and Smidts, 1998).

외식업은 제조업과 달리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 조 을 

하기 어려워 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

요 리는 직 으로 기업의 이익과 직

결되므로 서비스 산업에서는 더욱 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외식에 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랜차이즈 

스토랑과 같은 기업들은 우선 으로 

기시간의 요성을 인지하고, 기시간 

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증 시킬 수 있

는 방안과 마  략 방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스토랑 

이용 시 기시간에 느끼는 감정은 병원

과 같은 부정 인 방문목 에서 기를 

경험 할 때의 감정과 다를 수 있다는 선

행연구(박유식, 2000)의 제안으로 스토

랑 기 시 고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고객이 스토랑에 도착해서 기

하는 동안에 시간의 활용과 고객을 한 

인 , 물리 의 환경 조성이 지각된 

기시간에 어떤 향을 주며 감정반응과 

재방문의도와 구 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첫째, 

기시간동안의 고객을 한 인 , 물리  

환경 조성과 고객의 자의  활용이 지각

된 기시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악

하 다. 둘째, 지각된 기시간은 고객의 

감정요인에 어떤 향을 주는지 알아보

았다. 셋째, 기시간으로 인해 생기는 감

정요인이 재방문의도와 구 의도에 어떠

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Ⅱ. 이론  배경  가설

1. 기

기시간(Waiting Time)은 “고객이 서

비스를 받을 비가 되어 있는 시간부터 

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고객이 기

다리는 동안 느끼는 비상태이다”(Taylor, 

1994). 어떠한 서비스 시스템에서나 

재 수요가 서비스 제공능력을 넘어설 때 

기 상이 발생하게 된다. “제공자와 고

객 상호간에 기다리는 상황일 때 기가 

발생하고 고객이 시간과 련 평가”하는 

것으로, 기를 일 수 있는 정한 제

공자가 있어야 한다(Iversen, 2000)고 정

의하고 있다. 기는 부분의 서비스 구

매에서 일상 으로 발생하며, 제한된 자

원의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으로, 

오늘날 사회경제의 발 에 따라 차 시

간 약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요한 요인으로 두되고 있으므

로, 서비스 리자는 기시간을 이기 

한 기법을 개발하기 해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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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기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창구(sever)의 

수를 늘리거나, 자동화(ATM)코  설치,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으로 분산을 유

도할 수 있다(이용주, 1998). 그러나 이

러한 기술은 기행렬 상황을 단순히 통

제할 수 없으며 이에 한 비용을 고려

해야 하므로 모든 방안을 시행할 수는 없

다(Taylor, 1994). 이와 같은 상황은 병

원에서도 유사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진과 서비스 창구의 증가로 수용능

력의 확 를 통한 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  물 인 비용

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러나 은행처럼 자

동화가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 산업별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의료서비스에 있

어서는 제약요인이 더욱 많으므로, 리

자는 고객의 부정 인 감정과 기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인지된 기시간을 단축

시켜야 할 것이다. 고객이 서비스와 

하는 서비스 에서 인 요소간의 상

호작용뿐 아니라 물질 인 요소나 유형

인 요소, 편의성 등의 무형 인 요소

들도 기시간을 이는데 포함된다고 

하 다(Shostack, 1977).

시간은 경제활동 안에서 서비스 활동

의 향상과 시간가치 증가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요한 요인으

로 사용되어지고 있다(Jacob, 1976). 시

간과 련하여 특히, 서비스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재에 비해 기시간이 요하

게 논의되어지고 있다(Katz, 1991). 고객

이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많은 곳에서 

기다리는 상, 즉 기 상을 볼 수 있

으며 서비스 고객  70% 이상이 기

시간에 해 상당한 심을 보이고 있다

(Jones and Dent, 1994). 서비스를 구매

하기 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기는 서비스가 실행되는 시 을 기

으로 를 들면 고객이 스토랑에 도착

하여 식탁에 안내받고 식사를 주문할 때

까지를 서비스 제공  단계(preprocess 

phase)라 하며, 주문한 식사가 제공되고 

식사하는 동안은 서비스 제공 단계(in- 

process phase), 그리고 식사를 마친 고객

이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떠날 때까지를 

서비스 제공 후 단계(post-process phase)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Dube- 

Rioux et al., 1989).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고객은 간헐 으로, 짧거나 길게 

기를 경험한다. Dube-Rioux의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단계  서

비스 제공 후 단계에서의 지연 상황에 놓

여있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 단계의 지연

을 경험한 고객보다 반 인 서비스 품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스토랑 고객을 상으로 한 실험을 통

해 실증분석을 하 다. 서비스 실행  

기는 서비스 실행 시간의 계획여부에 

따라 기행렬(queue), 정된(pre-sche-

dule) 기와 지체(post-schedule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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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 실행시간을 

사 에 계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행

렬이 발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행된 시 을 기 으로 정된 기와 

지체로 분류할 수 있다.

정된 기는 계획된 서비스를 받기 

해 소비자가 일  도착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를 들어 오후 2시에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 오후 1시 45분에 도착한 소비자의 

경우 15분간의 정된 기를 경험하게 

되나, 오후 2시 25분까지 진료를 받지 못

한 환자는 25분간의 서비스 지연, 다시 말

해 지체(delay)를 경험하게 된다(Taylor, 

1994). 서비스 실행 과 후에도 기는 

발생하게 되는데 를 들어 스토랑에

서 직원에게 식사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서비스 실행

의 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식사를 끝

낸 후에 계산을 하기 해 기다리는 것

은 서비스 실행 후의 기라고 할 수 있

다(Dube-Rioux et al., 1989). 따라서 소

비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에, 구매하

는 동안에 그리고 구매 후에도 기를 

경험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기 한 긴 

이 형성되거나, 서비스가 정된 시간

보다 늦어지거나, 약속시간보다 소비자

가 먼  도착함으로서 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서비스 제공 단계에 계

없이 기시간이 길어지면 고객들은 부

정 인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된다(Scotland, 

1991). 특히,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 

의 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과 후에 

발생하는 기에 더 지루해하고 불만스

러워 한다(Lecler, 1995; Maister, 1985). 이 

경우 서비스 제공 의 기시간에 한 

만족도는 서비스 제공 후의 기시간에 

한 만족정도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Dube-Rioux et al., 1989). 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

시간이 서비스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의 기가 

마  리 련에 요한 핵심을 형성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Davis and Vllo-

mann, 1990; Hui and Tse, 1996; Venka-

tesan and Anderson, 1985). 본 연구 역

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해 연구하고 있다. 

기시간이 발생하는 일반 인 발생 

형태와 서비스에 해 요약된 <표 1>을 

보면 여러 서비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착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과정에 

의해 기시간의 발생 계가 나타난다. 

식당에서 기시간의 발생을 로 든다

면 식당에 도착하는 고객이 도착자가 되

어 식사를 해 자리를 기다리게 된다. 

식당에서의 자리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있어야 하므로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고, 고객은 식사를 해 식당을 찾은 

것이므로 식사는 서비스 과정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기시간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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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인 자리로 인

해 식사를 하기 한 서비스 과정에서 발

생하게 된다. 

2. 지각된 기시간

기시간은 실제 기시간과 지각된 

기시간으로 구분하여, 실제 기시간은 

분명한 시간개념에 따라 인 값을 

갖는 실제 기시간과 달리, 지각된 

기시간은 “고객이 주 으로 느끼는 유

동 인 시간”이라고 정의 하 다(Hornik, 

1984). 부분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기 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과 심리 , 육체  비용을 필요로 하

는 부정 인 경험으로 인식되어 진다(Ko-

stecki, 1996).  다른 연구에서는 지연

과 지연에 한 귀인, 기시간의 활용

은 불확실성과 화라는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 고객의 부정  감정반응을 매개로 

하는 지연에 해 서비스 평가에 향을 

미친다는 기 경험 모델을 제시하 다

(Taylor, 1994). 특히 서비스 실행  

기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해 서비

스 기업과 처음으로 직  상호작용 하는 

부분으로 서비스 기업에 한 첫인상을 

제공하므로 서비스 실행과 소비자 만족

에 향을 미친다. 긴 기시간은 소비

자의 실행평가, 즉 서비스 품질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서비스 

달속도와 기를 어떻게 리할 것인

가가 소비자 만족과 기업 이미지에 향

을 주고, 더 나아가 기업성공의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Katz and Larson, 1991). 

고객의 기시간에 한 서비스 평가는 

실제 기시간을 이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되나 기업에 서비스 시설을 넓히거

나 서비스 제공자를 충원하는 방법은 과

비용의 문제 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

서 기업에서는 고객들의 지각된 기를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Hornik, 1984; 

Katz and Larson, 1991). 

서비스 기시간에 한 고객의 지각

에 한 연구는 실제 기시간보다 지각

된 기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하거나, 

반 로 더 짧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나 

서비스 기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

인에 한 탐색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Maiser(1985)는 지각된 기의 요

성을 심리학 으로 근하고 있다. 서비스 

요원의 충원, 기원칙의 변화, 서비스 

시간단축 등의 객 인 사실에 한 

심 이외에 소비자 경험의 요성을 언

하고, 실제 기시간 뿐만 아니라 지각된 

기시간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생활 속의 를 통해 지각된 

기시간에 향을 미치는 8가지 원칙을 제

시하 다. ① 유되지 않은 기시간은 

유된 기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 유( 환)). ②서비스 실행  기는 

서비스 실행  기보다 더 길게 느껴

진다( 기 단계). ③불안은 기를 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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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불안, 걱정). ④불확실한 기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있는 한정

된 기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확실성). 

⑤설명되지 않은 기는 설명된 기보

다 더 길게 느껴진다(설명). ⑥불공정한 

기는 공정한 기보다 더 길게 느껴진

다(공정성). ⑦서비스가 가치 있으면 있

을수록 소비자는 더 오래 기 한다( 기

목 가치). ⑧혼자서 기하는 것은 여

럿이서 기하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진

다( 기단 ). Davis and Heineke(1994)

는 Maister(1985)가 제시한 8가지 요인 

이외에 편안함(환경), 소비자 가치 시스

템, 소비자 태도(상태)를 덧붙여 통제 주

체에 따라 지각된 기시간의 향 요인

을 분류하 다. 

실제 기시간과 지각된 기시간에 

한 지 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소비

자 만족 측면과 기상황 측면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소비자 만족 측면에 한 연

구는 패스트푸드 의 소비자를 상으

로 조사하여 소비자가 경험한 실제 기

시간과 소비자 만족수 을 측정하여 두 

요인 사이에 직 인 상 계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 고, 소비자 만족은 시

각, 요일, 가게의 치, 바쁜 정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기시간보다

는 지각된 기시간이 더 결정 인 향

을 끼친다(Davis and Vollmann, 1990). 

그러나 은행 소비자를 상으로 비디오 

카메라와 인터뷰를 통해 장 자료를 모

으고 실제 기시간과 지각된 기시간

의 차이를 연구한 경우에는 지각된 기

시간은 실제 기시간보다 25% 더 길게 

나타났으며 실제 기시간은 소비자의 

만족과 상 계가 있으나 지각된 기

시간은 소비자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Katz and Lar-

son, 1991). Davis and Heineke(1998)는 

패스트푸드 을 상으로 한 Davis and 

Vollmann(1990)과 Davis and Maggard 

(1990)의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

기시간, 불일치 기시간(기  기시간

과 지각된 기시간의 차이), 지각된 

기시간, 실제 기시간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실

제 기시간, 지각된 기시간, 불일치

기시간 모두 기에 한 소비자 만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나, 실제 기시간의 

향이 지각된 기시간과 불일치 기

시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 시간

에 여유가 없을 때 지각된 기시간은 

실제 기시간보다 더 많이 소비자 만족

을 설명해주나, 시간이 요하지 않을 때 

불일치 기시간, 지각된 기시간, 실제

기시간은 기에 소비자 만족을 설명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미미하 다.

지각된 기시간의 향 요인에 한 

연구로 Hornik(1984)은 소매 을 상

으로 실제 기시간을 체크하고 서비스

를 받은 후에 소비자가 기다렸다고 생각

되는 시간을 조사하여 실제 기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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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기시간의 계를 연구하 다. 

평균 지각된 기시간은 7분으로 평균 5

분인 실제 기시간보다 36% 과 평가 

되었다. 사람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

어 부분의 사람들은 기행렬에서 보

낸 시간을 과 평가하거나 동일하게 평

가했으나 1/3은 낮게 평가하 다. 연구

결과 지각된 기시간은 실제 기시간

에 의존한다는 가설은 검증되었으나 

기행렬의 길이와 형태, 유(shopping), 빈

도(방문횟수)는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Jones and Pep-

piatt(1996)는 소매음식 을 상으로 

유와 기 단 , 빈도가 지각된 기시간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유의 설

정도구로 동일한 채 의 로그램을 방

하고 있는 TV를 설치하고 연구한 결

과 유는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기단 와 빈도도 지각

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  요

인이 지각된 기시간에 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한 결과 지각된 기시간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각된 기시간 향 요인과 소비자 

만족의 연구를 살펴보면 Hui and Tse 

(1996)는 기목표 과의 거리에 따라 

기정보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수강 신청을 제로 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연구를 하 다. 기목표

와의 거리는 서비스 인터카운터가 실행

되는 거리로서 5분은 짧은 거리, 10분은 

간거리, 15분은 긴 거리로 분류하 으

며, 기정보는 얼마나 기다려야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지와 기행렬에서의 

자신의 치에 한 정보로 나 었다. 그

리고 기정보와 서비스 평가 사이의 매

개변수로서 지각된 기시간, 기수용

가능성, 기에 한 감정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기에 한 수용가능성과 

기에 한 감정반응은 기정보와 서비

스 평가 사이의 매개변수로 작용했으나 

지각된 기시간은 매개변수로 작용하

지 않았다. 그리고 기에 한 두 형태

의 기정보는 짧은 상황에서 서비스 평

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

다려야 할 기시간에 한 정보는 기

행렬에서의 치에 한 정보보다 간 

길이의 기상황에서 더 큰 향을 미치

고, 긴 시간의 기상황에서는 더 작은 

향을 미쳤다. 

박유식(1999)은 지각된 기시간과 실

제 서비스시간에 한 제공자의 통제가

능성과 안정성에 한 서비스 품질  

이탈성향에 한 연구에서, 고객들은 서

비스 제공자가 기시간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단할 경우에는 고객이 더 많은 

화를 내게 되고, 부정 인 감정이 증가되

어 서비스 품질평가  이탈성향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박유식(2000)

은 실제 기시간과 기  기시간  이

들의 불일치와 원인발생에 따른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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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가능성과 안정성이 화와 수용가

능성  반 인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기원인을 제공

자가 통제가능 할수록 는 부정 인 기

 물일치가 높을수록 소비자를 더 화나

게 할 뿐 아니라 수용가능성을 낮추게 

되고 결과 으로 서비스 품질을 낮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물리  서비스 환경과 지각된 

기시간

서비스 에서 고객의 기시간은 

항상 서비스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

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재고 련비용은 

산정하기가 수월한 반면, 서비스의 기

시간은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렵다(Baker 

and Cameron, 1996). Maister(1985)의 연

구에서도 살펴보면 기의 8가지 원칙 

에 불확실한 기는 정된 기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설명되지 않은 기

는 설명된 기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기 에서 배려

의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윤성욱, 김

수배, 2003). 고객의 기는 감정에 따라 

지각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나타나며 

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기 한 기는 

부정 인 감정이 정 인 감정보다 더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Lecler, 1995). 

기의 목표는 즉각 인 달성을 방해함

으로써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긴

장은 화, 불쾌함, 귀찮음 등의 부정  원

인이 된다(Dube-Rioux et al., 1989; Katz 

and Larson, 1991). Shostack(1977)은 

고객이 직  서비스와 면하는 서비스 

에서 인 요소간의 상호작용 뿐 아

니라 물질 인 요소나 유형 인 요소, 

편의성 등의 무형 인 요소들도 기시

간을 이는데 포함된다고 하 다. 서비

스 에서 고객의 기에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생

산을 한 장소인 물리  환경 요인과 

직  서비스 제공자인 인  환경 요인

이 상호작용하여 부정 인 감정을 완화

시켜 지각되는 기시간을 짧게 인식하

도록 도와  것이다.

Davis(1984)의 연구에 의하면, 물리  

환경을 3가지 구성요소로 악하 는데 

사회  상호작용에 향을 끼치거나 통

제하는 건축 디자인과 가구의 물리 인 배

치인 물리  구조(physical structure), 경

자 는 조직 구성원의 의식을 방해하

고 그 행 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물리

 자극(physical stimuli), 개별 으로 

는 종합 으로 사회  환경의 해석을 유

도하는 물리  환경의 실제 인 모습인 

상징  인조물로 세분화하 다. Bitner 

and Ward(1992)의 연구에 따르면 매장의 

물리  환경을 외부의 물리  환경(exter-

nal physical environment)과 내부의 물

리  환경(internal physical environment)

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하 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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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자연 , 사회  환경과는 달리 인

간이 만든 인공  환경이라고 하 다. 

고객은 최종 구매환경 하에서 많은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인간의 감각기

을 통하여 물리  환경을 체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의

사결정 과정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의 물리  환경은 서비스

품질지각에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

로 간주하고 있다(Zeithaml, 1988). 기 

장소의 환경을 이용하여 연구한 실증연

구(박유식, 2000; Jones and Peppiatt, 

1996; Smidts and Pruyn, 1998)에서 고

객들의 지각된 기시간과 소비자 만족에 

해 알아보았다. 외래환자 진료소의 

기실에 있는 고객을 상으로 하여 53.4%

는 즐거운 오락 로그램이 방 되는 TV

를 볼 수 있게 하 고, 46.6%는 TV 로

그램을 볼 수 없게 실험하여, TV가 지

각된 기시간과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 TV를 볼 수 있었던 

집단과 볼 수 없었던 집단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 이 없었다. 그러므로 물리  

환경 요인 도구인 TV는 외래환자 진료

소의 기상황에 당하지 않으며 실질

으로 소비자의 지각된 기시간과 소

비자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Smidts and Pruyn, 

1998). 그러나 자원 할당 모델에 의한 물

리  환경 요인의 효과를 실증 연구한 선

행 연구를 보면 기공간의 환경을 꾸미

고, 기다리는 동안 TV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박유식, 2000). 

부분의 선행 연구는 기상황의 물

리  환경 도구인 TV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들이다. 그러나 한 연구에는 물리  

환경 도구로 음악을 이용하여 음악과 

기정도의 평가와 고객의 감정에 해 

단하여 비용 기상황은 서비스 평가

에 주 이며 반 인 향을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Cameron et al., 2003). 

스토랑은 경쟁이 더욱 치열할수록 물

리  환경을 이용해서 서비스 차별화 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구매

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유형  단서나 물

리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므로 물리  환경은 서비스 기업에 있

어서 요한 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한 서비스 기업의 물리  환경은 서비

스 기업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

어서도 매우 요하다. 색깔, 밝기, 음량

과 음폭, 공기의 신선함, 온도, 공간의 이

용, 가구 스타일 등과 같이 서비스에 

한 고객의 인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물  환경이 서비스에 한 고객 감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첫인

상을 형성 하고, 신뢰감을 주며, 서비스 

질을 높여 주기도 한다. Ridway et al. 

(1994)은 매장의 분 기  시설 등의 환

경이 매장 내 감정에 유의한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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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유창조, 소은, 

옥(1997)의 연구에서도 매장의 편의

시설, 분 기 등 매장의 특징들이 감정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선행 연구로부터 물리  

환경이 지각된 기시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물리  환경은 지각된 기시간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

4. 인  서비스 환경 요인과 지각

된 기시간

서비스는 유형의 제품과 구별되는 특

징을 가진다. 서비스 제공은 무형의 과정

이기 때문에, 고객은 기업의 능력을 측정

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서’를 탐색하게 

된다(Shostack, 1977). 여기서 단서란 가

시 인 유형  증거를 의미한다. 이런 단

서로 Bitner(1990)는 기업의 물리  환경

과 종업원의 응 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서비스 에서 서비스 제공자, 

즉 종업원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서

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의 평가와 기

업에 한 평가는 종업원과 고객의 인간

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리  환경 요인과 마찬

가지로 기시간을 배려하는데 향을 주

는  다른 요인이 물리  환경 내에서 

작용하는 인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  환경 요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종업원의 감정과 배려는 서비스 

에서 종업원이 고객과 상호 직 인 

을 하게 되며,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보조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품구매  

서비스 활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Babin 

et al., 1994). 한 Gardner(1985)는 소

비자는 구매시 에서 기본 으로 주변 환

경  매원과의 상호작용에 향을 받

으며, 종업원의 서비스 수 에 한 인

식이 좋을수록 정 인 감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유창조 외, 

1997). 고객에 한 련 종업원들이 

상 기시간이나 기인원, 인간  심 

등 고객이 기시간을 짧게 인식하도록 

하기 한 배려는 서비스 에서 부정

 감정과 기시간에 한 수용가능성

에 요한 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윤성욱, 김수배, 2003). Hui 

and Tse(1996)는 기다리는 시간에 한 

정보를 제공하 을 때가 그 지 않을 때

보다 기시간을 더 짧게 느끼는 것을 

확인 하 다. 와 같은 연구는 고객에 

한 종업원의 서비스 배려를 통해 확인

된 기시간의 연구 결과이다. 의 선

행 연구로부터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 인 서비스는 지각된 기시간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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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의 자의  활용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

하는 정도에 따라 주 으로 인지하는 

시간을 지각된 기시간이라고 하며, 실

제 기시간과 인지된 기시간은 기

공간의 매력성과 고객의 기시간 활용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윤성욱, 

김수배, 2003). 고객은 실제 기시간보

다 주 으로 인지하는 지각된 기시

간이 기 상황에서 더욱 부정  요인으로 

강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Hornik, 1984; 

Smidts and Pruyn, 1994) 서비스 제공자

들은 시간 흐름에 한 소비자의 지각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켜 기상황에

서 발생하는 지각된 기시간에 따른 부

정 인 반응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

다(Katz et al., 1991). 

고객이 기시간을 히 사용한다면 

기시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 인 감정을 일 수 있을 것이다. 

Gilliland et al.(1946)의 선행 연구에 따

르면 기시간을 히 활용하면 고객

은 다른 일에 정신 으로 몰두하게 되고 

따라서 기 그 자체에 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하 다. 기시간

의 활용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구성

된 물리  환경 도구를 이용하여 소비자

가 얼마나 매력 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시간지각의 방해 효과가 달리진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기시간 지

각을 좀 더 짧게 인식하도록 기공간에 

TV, 서 , 음료 등을 비치하거나 음악을 

듣게 하여 시간의 흐름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한다(박유식, 1999). 지각된 기시간

에 있어서 Larson(1987)과 Maister(1985)

에 따르면 활용되지 않는 기시간은 지

루함이나 짜증이 나게 되고 부정  감정

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 다. 따라서 부

정 인 감정의 방을 해서 TV를 보

거나 책자  잡지들을 기공간에 비치

하여 주의를 분산시키고 실제 기시간

의 인식에 따른 방해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면, 서비스를 받기 해 기다리는 시

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지각된 기시간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기시간의 활용은 고

객이 기 에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

성이나 분노, 그리고 단조로움과 같은 

부정 인 인식을 일 수 있고, 부정

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해

서도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의 선행 연구로부터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3: 고객의 자의  활용은 지각된 

기시간에 정 인 향을 끼

칠 것이다.

6. 기시간에 한 감정 반응

고객들은 감정 반응을 거쳐 자극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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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거나 자극에 한 행동을 한다. 감

정이란 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에 하여 

주 으로 느끼는 일반 인 정신 상태

이다.  감정은 사건 는 한사람의 생

각에 한 인지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비가 되어있는 정신 인 상태라고 이

야기 할 수 있고(Bagozzi, Gopinath and 

Nyer, 1999),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기

분을 의미하며, 그 기분과 함께 의식 ‧

무의식 으로 일어나는 생각도 포함된

다고 설명된다(Bruner, 1990). 이러한 감

정은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들

과 혼합되어 형성되며 부분의 사람들

은 부정 인 상황이나 상에 해서 짜

증, 화, 불쾌와 같은 부정 인 감정반응

을 나타내며, 정 인 상황에서는 행복

과 기쁨과 같은 정 인 감정 반응을 

나타낸다. 

부정  상황인 제품 실패 는 불량에 

해 고객들은 화를 내는 감정반응을 나

타내고, 그 결과 교환, 환불과 같은 부정

인 행동 반응을 하게 된다(Folkes, 1984). 

기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반응은 매

우 다양하여 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화(anger), 짜증(irritation), 불

확실성(uncertain), 불안(unstable)등과 같

은 부정 인 감정 반응을 나타낸다(Fol-

kes et al., 1987). 한 기하는 동안의 

부정  감정은 귀찮음(annoying), 혼란

스러움(demoralizing), 괴로움(aggravating), 

긴장감(stressful), 걱정(producing anxiety), 

불쾌감(disagreeable), 불확실성(uncertain), 

실망감(frustrating)과 같이 다양하게 설

명되고 있다(Katz et al., 1991; Dube- 

Rioux et al., 1989; Gardner, 1985). 기

에 한 감정반응을 즐거움(pleased), 귀

찮음(annyed)과 함께 만족(satisfaction)과 

불만족(dissatisfaction), 행복함(happy)과 

불행함(unhappy), 지루함(bored)과 느

함(relaxed)을 포함하는 범 한 개념으

로 사용하여 이런 감정들은 반 인 서

비스 평가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실증 으로 증명하 다(Hui and 

Tse, 1996).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 기시간은 불

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객의 

충성도와 만족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Pruyn and Smidts, 1998). 박유식 

(1999)은 지각된 기시간과 실제 서비

스 시간에 한 제공자의 통제가능성과 

안정성이 서비스 품질  이탈 성향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기시간이 부정

인 감정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Zakay and 

Hornik(1991)은 고객이 얼마나 오래 기

다렸다고 느끼는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이 시간의 경과에 더 많은 주의를 기

울일 경우 실제로 경과한 시간보다 더 

길게 기시간을 지각할 수 있으며, 반

로 어떤 자극이 주어질 경우에는 실제

로 경과한 시간보다 짧게 지각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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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근거하여, 실제 기시간보다는 지

각된 기시간이 소비자의 심리  상태

와 향후 행동을 보다 잘 측하고 설명

할 수 있으며, 지각된 기시간이 길어

지는 경우 소비자의 부정  감정이 높아

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의 선행

연구로부터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4: 지각된 기시간은 부정 인 감

정에 정  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 5: 지각된 기시간은 정 인 감

정에 부정  향을 끼칠 것이다.

7. 재방문의도와 구

소비자 불평행동의 유형은 행동의 유

무와 실천된 행동의 형태 등에 따라 부

정  구 과 구매 지  구매 보이코트 

같은 사 행동과 회사에 직 배상 요구, 

회사․정부기 ․민간 단체에 불평, 그리

고 배상을 해 법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공 행동으로 나뉘어 진다(이학식, 

안 호, 하 원, 2006). 공 행동  기

업 외의 상에게 취하는 행동을 제외하

고 소비자가 불만족을 느 을 경우 보이

는 행동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불평행

동인 구매거부와 구 활동(Oliver 1997; 

Zeithaml, 1996)에 해서만 살펴본다. 

그 이유는 이러한 소비자 불만족에 따른 

불평행동은 기업의 재구매 유도  정

 구 의 유도와 같은 직 인 성과와 

직 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An-

derson, 1998; Bowman and Narayandas. 

2001; Richins, 1982). 

본 연구에서는 스토랑을 심으로 하

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신에 방문

을 한다고 보고 지각된 기시간의 감정 

반응이 재방문 의도와 구 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재방문 

의도는 고객이 장래에 어떤 기업의 제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라

고 정의할 수 있다. 는 해당 서비스 상

품의 재방문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

들에게 해당 서비스 상품의 우수성을 자

발 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체구, 1998).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해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의 약 5배가 소요

되는 등(Keaveney, 1995) 훨씬 많은 비

용이 들어감으로 마 터들에게 있어서 

고객의 재방문의도는 매우 요한 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선행 연구들에 의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재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Oliver(1989)의 연구에서도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계속애

서 재구매 의도와 구 의도에 향을 미

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서비스 품질 

평가와 련하여 Taylor(1994)는 서비스 

의 감정을 불확실과 분노의 두 가지 

요소로 나 고 기가 길어질수록 이에 

따른 감정과 불안감이 증가하여 모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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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윤성욱, 김수배(2003)는 의료서

비스에서 화, 짜증, 불쾌, 지루함, 스트

스 등 부정  감정은 애호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서비스 품질은 애호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 은 일 일 커뮤니 이션으로 문

자나 매스커뮤니 이션보다 효과가 크

며, 기업이나 마 과 련되지 않은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Currens and Folkes 

(1987)는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구 이 

정 이건 부정 이건 는 구 의 

상이 소비자이건 기업이건 간에 소비자

들의 커뮤니 이션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를 종합하면 구 효과는 소비

자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달함으로

써 구매 혹은 사용경험에 향을 미치게 

되면, 구매 후 만족/불만족과 련하여 

소비자 행동과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구 은 고객이 특정 기

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잠재 인 구매자

에게 호의 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구 의 요성은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논의된 바 있다

(Day, 1980). 일반 으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들은 평균 10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하고 만족한 경험에 해서는 

평균 5명에게 구 을 하는데(Collier, 1995; 

Hart et al., 1990), 실제로 스토랑 이용 

고객의 75%는 나쁜 서비스 경험에 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나  것으로 밝

졌다(Becker and Wellins, 1990). 

구 은 고객들에게 기업에 한 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 을 통

하여 얻은 정보에 따라서 잠재고객들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에 해 의사결정을 한다(Lundeen, 

Harmon and McKenna-Harmon, 1995). 

그러므로 구 은 고객들로 하여  기업

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고객

을 끌어들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 실

제로 새로운 고객의 약 30%가 정 인 

구 을 통하여 기업을 선택하고 있어 만

족한 고객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Blodgett, 1994). 

감정반응 는 고객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고 있어 정  감정과 부정  감정 

 부정  감정이 만족이나 인식보다 구

과 불평 행동에 한 설명력이 높으

며, 불평행동은 부정  감정에만 향을 

받고 있다(Westbrook, 1987). 일부 학자

들은 구 활동이 소비자가 지닌 성향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존

재하는 다양한 상황  요인에 의해서 유

발된다고 주장하 고, 각 요인별로 구

이 발생한 빈도를 조사하 다(Belk, 1971; 

Summers, 1971).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

들과 일상 인 화를 하는 에 우연히 

이야기꺼리로써 제품경험이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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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의  활용

인 환경

물리 환경

부정  감정

정  감정

재방문의도와 

구

지각된 

기시간

H1

H2

H3

H4

H5

H6

H7

[그림 1] 연구모형

도 있고, 련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특정 

랜드에 한 기억이 떠올라 구 이 발

생할 수도 있다. 특히 스토랑은 고

여 제품에 경험재 인 성격을 가지고 있

어 구 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alker, 1995; Murray and 

Schlacter, 1990). 의 선행 연구로부터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6: 부정 인 감정은 재방문의도와 

구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끼

칠 것이다.

가설 7: 정 인 감정은 재방문의도와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끼

칠 것이다. 

고객 인지  측면에서의 서비스 기

시간에 한 연구를 목 으로 본 연구는 

기시간에 한 기시간의 배려인 인

 배려, 물리  배려와 기시간의 활

용이 지각된 기시간에 미치는 향과 

감정요인, 재방문과 구 의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 방법 

1. 비조사

물리  환경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 따

르면 기 공간의 시설과 분 기는 반

인 서비스 평가와 기에 한 단에 

향을 다고 하 다. 스토랑의 물리  

환경의(Kotler, 1974; Bitner, 1992; Belk, 

1975)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근성, 쾌

성, 편의성, 청결성, 심미성, 오락성의 6

가지 항목은 기와 상 이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단을 하고 설문 시 효과

성을 높이기 하여 실시하 다. 한 감

정은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고 추측이 되었고, 기의 기다림과 련

하여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하 다. 비조사의 

방법으로는 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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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을 상으로 스토랑의 물리  

환경 문항은(Kotler, 1974; Bitner, 1992; 

Belk, 1975)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근성, 쾌 성, 편의성, 청결성, 심미성, 

오락성의 6가지 항목을 각 차원별로 5문

항씩 제시하여 스토랑의 기에 있어 

요하게 고려되는 물리  환경 문항을 

선택하게 하 다. 기시간과 련된 연

구에서 이용되는 감정요인은 1983년에 

Spielberger에 의해 개발된 STAI-Y형의 

변수와 척도를 한덕웅, 이장호, 겸구, 

Spielberger가 한 로 번역하여 그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항목의 20가지  

기와 련해서 느껴지는 부정  감정과 

정  감정을 선택하게 하 다. 물리

인 환경의 요인 6가지와 감정요인의 20

가지 항목  기와 련해서 느껴지는 

부정  감정과 정  감정을 50명에게 

설문을 나눠주어 선택하게 하 다. 

분석결과 기시간과 련하여 알맞은 

물리  환경은 쾌락 인 요인(76%)과 오

락 인 요인(82%)이 다른 항목에 비해 지

지가 많이 되었다. 감정 요인으로는 기

상황과 련하여 선택된 부정 인 항목

은 ‘나는 조하다’, ‘나는 긴장된다,’ ‘나

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속

상하다’, ‘나는 불안하다’로 선택이 되었

고, 정 인 항목은 ‘나는 기 된다’, ‘나

는 느 한 기분이다’, ‘나는 만족감을 느

낀다’, ‘나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안정

되어 있다’, ‘나는 기분이 좋다’로 분류 

되었다. 

2. 표본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설문지

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한 

서비스 기 상을 볼 수 있으며 테이

블에 앉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TV, 

음악, 서 , 메뉴 , 음식(음료)들이 제공

되는 스토랑 업체를(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베니건스, 빕스) 조사 상 범

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서

울 시내에 있는 스토랑과 학가 주변

에 배포하 으며 200부 에 190부(95%)

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2부

(6.4%)를 제외한 178부(93.6%)를 연구 표

본으로 확정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스토랑에서 기시간의 배

려와 활용정도가 지각된 기시간에 어

떤 향을 미치며, 지각된 기시간이 감

정요인과 재방문,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선행 연구를 토 로 

설문지의 구성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

성하 다. 기시간에 한 배려의 측정

을 해 실증연구(윤성욱, 김수배, 2003)

을 토 로 기 환경에 향을 주는 직원

들의 서비스 제공에 해 ‘신속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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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하는 것 같다, 기시간을 이기 

해 노력하는 것 같다, 상되는 기

시간을 미리 알도록 해주었다, 약속된 시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 다, 

기다리는 시간에 해 미안한 태도를 가

지고 있었다’의 5가지 문항으로 ‘1’은 

‘  그 지 않다’, ‘7’은 ‘매우 그 다’

를 나타내는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

게 하 다. 기시간에 한 물리  환경

에 한 배려는 스토랑의 물리  환경

(Kotler, 1974; Bitner, 1992; Belk, 1975)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근성, 쾌

성, 편의성, 청결성, 심미성, 오락성의 

6가지 항목  비 조사에 의해 선택된 

쾌 성 항목 ‘실내 온도  습도는 스

토랑을 이용하기에 당하다, 식사하기 

좋은 분 기로 되어 있다, 실내 조명은 

이용하기에 온화하게 되어있다, 시설물

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의 문항과, 

오락성 항목 ‘휴게공간, 기실, 부 시

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시

설물에서 즐거운 배경 음악이 나온다, 시

설물에 즐거운 오락시설(신문  잡지, 

상물)이 충분하게 되어있다, 실내조형

물(그림, 사진, 꽃, 모빌, 샹들리에 등)에 

의한 즐거움이 충분하게 되어있다’의 항

목으로 ‘1’은 ‘  그 지 않다’, ‘7’은 

‘매우 그 다’를 나타내는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다. 

기시간의 활용에 한 측정에 있어

서는(Pruyn and Smidts, 1998), (Taylor, 

1994)의 척도를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동반자와 이
야기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
으며, 신문/잡지를 보며, 메뉴를 보며, 
시식용 음식/음료를 먹으며 기다리는 시
간을 활용하 다’의 7개 항목에 해 

‘1’은 ‘  그 지 않다’, ‘7’은 ‘매우 
그 다’를 나타내는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다. 
지각된 기시간의 측정은 선행연구를 

통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항목을 7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Taylor, 1994). 본 연구에
서는 서비스를 받기 해 기다린 시간을 

어떻게 느 는지와 기다린 시간은 기

한 것보다 어떻게 느 는지를 ‘1’은 ‘매
우 짧았다’, ‘7’은 ‘매우 길었다’로 측정
하 다(박유식, 1999; Hui and Tse, 1996; 
Pruyn and Smidts, 1998; Taylor, 1994). 
감정요인에 한 모델은 1983년에 Spi-

elberger에 의해 개발된 STAI-Y형의 변
수와 척도를 한덕웅, 이장호, 겸구, 
Spielberger가 한 로 번역하여 그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항목의 20가지 
 기와 련해서 느껴지는 부정  감

정과 정  감정을 비조사를 통해 선

택된 부정  감정 ‘나는 조하다, 나는 
긴장된다, 나는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
다, 나는 속상하다, 나는 불안하다’, 
정 인 항목은 ‘나는 기 된다, 나는 느
한 기분이다,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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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분이 좋다’의 문항을 ‘1’은 ‘  

그 지 않다’, ‘7’은 ‘매우 그 다’를 나
타내는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다. 
재방문의도와 구 은 재구매 의도

(Fornell, 1992; Sirohi, 1998), 자발 인 

유지 의사(Dick and Basu, 1994; Sirohi, 

1998), 가격 비민감성(Fornell, 1992; Ga-

nesh, 2000), 기업 몰입도(Ganesh, 2000), 

그리고 정 인 구 (Dick and Basu, 

1994; Sirohi, 1998) 등의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내가 이용한 스토랑을 다시 

이용할 생각이다, 내가 이용한 스토랑

을 앞으로 지속 으로 방문할 생각이다, 

내가 이용한 스토랑을 조  기다려야 

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내가 이

용한 스토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해 주고 싶다, 내가 이용한 스토랑에 

해 좋게 말할 의향이 있다, 다른 사람

이 나에게 스토랑에 한 조언을 구한

다면 이곳을 극 추천해주고 싶다’의 

문항을 ‘1’은 ‘  그 지 않다’, ‘7’은 

‘매우 그 다’를 나타내는 7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다. 

Ⅳ.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변

수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앞서 

기본 인 조사표본의 특성을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실증분석에 참여한 총 178명

의 연구 응답자들  남성이 91명(51.1%), 

여성이 87명(48.9%)이었다. 이  미혼이 

147명(82.6%)로 많았고, 기혼은 31명

(17.4%)이었다. 한 응답자의 연령은 

20 가 99명(55.6%)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30 가 60명(33.8%), 40 가 13

명(7.3%), 50 사 4명(2.2%), 10 가 2

명(1.1%)의 응답비율을 보 다.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이 54명(30.3%), 문직이 

25명(14%), 자 업이 11명(6.2%), 기타

가 8명(4.5%)의 직업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재/졸

이 101명(5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다음으로 학원이 52명(29.2%), 

고졸/재가 14명(7.9%)이었고, 문 졸

이 11명(6.2%)의 비율을 보 다. 응답자

들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59명

(33.1%), 100만 원~300만 원이 53명(29.8%), 

300만 원~500만 원은 47명(26.4%), 100만 

원 이하는 19명(10.7%)의 비율을 보 다.

2.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SPSS 12.0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시행하 다. 이론  연구를 통해 타당하

게 도출된 각각의 개념들, 기시간배

려, 기시간활용, 지각된 기시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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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인, 재방문의도와 구 에 하여 조

작  정의에 사용된 측정 항목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 으며, 구

성개념 타당성은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

 방법인 베리멕스(Varimax)방법을 사

용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 다. 요인분석 

결과 인 환경, 기시간, 재방문의도와 

구 은 단일 차원으로 묶 으나, 물리  

환경과 기활용, 감정은 2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다. 인 환경에 한 측정 항

목 5가지 측정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그  요인 재량이 비교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 재

치는 .679에서 .870까지 하게 추출

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이 .750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물리  배

려에 한 측정 항목은 9가지 측정 항목

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개의 

요인은 물리  환경  비조사에서 선

택된 쾌 성(5문항)과 오락성(4문항)이다. 

요인 재치는 .569에서 .856까지 하

게 추출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이 

.833, .751으로 0.7 이상으로 신뢰성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간 활용에 

한 측정 항목은 7가지 항목이 두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  요인 재치

가 낮은 2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요인 

재치는 .671에서 .751까지 하게 추출

되었고, Cronbach’s alpha 값은 .740, .789

로 신뢰성도 유의하게 나왔다. 지각된 

기시간에 한 측정 항목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재치는 

.851과 .872로 하게 나왔고, Cron-

bach’s alpha 값은 .784로 신뢰성도 유의

한 것으로 나왔다. 감정요인은 10개의 항

목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개의 

요인은 부정  감정(5문항), 정  감

정(5문항)이다. 요인 재치는 .582에서 

.842까지 하게 추출되었고, Cronba-

ch’s alpha 값이 .807, .791로 신뢰성도 

유의하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재방문의도와 구 의도는 

6개의 측정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요인 재치는 .782에서 .909까

지 하게 추출되었고, Cronbach’s al-

pha 값은 .943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기에 한 각 

변수들이 통계 으로 어떤 유의한 계

가 있는지에 하여 알아보고,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을 실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SPSS 12.0을 이

용하여 설문문항을 검정하기 해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고, 인구 통계  

특성을 알아보기 한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설문 문항의 상 계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가설의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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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각된 기시간에 한 통합  환경의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t P

지각된 

기시간

물리  환경 .182 2.390 .018
고객의 자의  활용 .181 2.372 .019

R² = .295, F = 8.337, 모형 2의 p = .000 

지각된 기시간에 한 인 환경, 물

리  환경, 고객의 자의  활용의 향

에 한 가설의 검정을 해 다 회귀분

석을 하 다. 지각된 기시간을 설명하

는 독립변수가 단계 으로 선택되어 모

형 2까지 도출되었으며, 진입된 변수는 

물리  환경과 고객의 자의  활용이었다. 

제거된 변수는 인 환경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 개

의 독립변수로 소비자들의 지각된 기

시간의 향을 측정하는 모형에 한 통

계  유의성 검정 결과, 인 환경은 유

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물리  

환경과 고객의 자의  활용이 포함된 모

형의 F 통계값은 8.337,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

의수  0.01에서 지각된 기시간을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각된 기시

간 총변화량의 29.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기여도와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  

0.05에서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물리  환경

(t = 2.39, p = .018), 고객의 자의  활

용(t = 2.372, p = .019)이며, 독립변수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 계수

에 의하면 물리  환경, 고객의 자의  

활용의 순으로 지각된 기시간에 향

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설 1 ‘ 기시

간의 인 환경는 지각된 기시간에 유

의한 향을 끼칠 것이다.’는 다 회귀

분석결과 모형에서 제거됨으로서 지각

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물리  환경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끼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 < 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3은 ‘

기시간의 고객의 자의 인 활용은 지각

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끼칠 것이

다.’는 p < 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이 지지됨으

로써 고객의 자의 인 활용은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정  감정과 정  감정이 재방문 

의도와 구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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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방문 의도와 구 이 감정요인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t P

재방문 

의도와 구

부정  감정 .418 6.216 .000
정  감정 .175 2.598 .010

R² = .230, F = 26.173, 모형 2의 p = .000 

모형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 유

의하지 않아 제거된 요인은 없었다. 두 

개의 감정 요인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

값은 26.173,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  0.01에

서 재방문 의도와 구 을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으며, 재방문의도와 구  총 변화

량의 2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재방문과 

구 의도에 한 감정  향 가설의 검

증을 한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설 6 ‘부정 인 감정은 재

방문과 구 의도에 부정 인 향을 끼

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 < 0.01 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므로 가설을 지지

하고 있다. 가설 7의 ‘ 정 인 감정은 

재방문과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 < 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므로 가설이 지

지되었다. 

단순회귀분석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

로, 다른 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그 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지각된 기시간에 한 감정

반응을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감정요인에 한 지각된 

기시간의 향에 한 가설의 검증을 

한 결과는 <표 3>, <표 4>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감정요인의 요인분석 결과 부

정  감정과 정  감정으로 나타나 각

각을 회귀 분석한 결과 부정  감정은 

유의확률이 0.042로 나타났으며 p < 0.05

로써 가설이 지지되었고, 약 15%의 설

명력을 지니고 있다. 기로 인해 발생

된 고객의 부정  감정은 지각된 기시

간에 직 인 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가설 4의 ‘지각된 기시

간은 부정 인 감정에 정  향을 끼

칠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3>, <표 4>를 보면 가설 5의 독립

변수인 지각된 기시간은 종속 변수인 

정  감정에 한 체 설명력을 약 

15%로 다소 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만 분산분석으로 얻어진 F값이 4.255로 

나타났고, p < 0.05 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5 ‘지각된 기시간은 

정  감정에 부정 인 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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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각된 기시간이 부정  감정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t P

부정  감정
지각된 기시간 .152 2.046 .042*

R² = .152, F = 4.188, p < 0.05*

 
<표 4> 지각된 기시간이 정  감정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 화계수

(Beta) t P

정  감정
지각된 기시간 .154 2.063 .041*

R² = .154, F = 4.255, p < 0.05.

이다’를 지지하고 있다. 

Ⅴ. 결론  시사  

시간가치의 증가로 사람들이 서비스 속

도와 시간을 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는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

었다. 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객에

게 부정 인 감정이 유발되어 이탈성향도 

생기며 서비스 만족도와 재방문에 향

을 미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본 연

구는 스토랑 이용객들에게 테이블에 앉

기 까지 기다렸던 때의 기시간에 한 

환경의 조성과 고객의 자의  활용, 지각

된 기시간, 재방문 의도와 구 의 유

의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시간에서 인 환경은 지

각된 기시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종업원들의 

배려와 기시간 정보는 소비자들의 지

각된 기시간을 여주지 못했다. 이는 

Hui and Tse(1996)의 연구에서의 결과

와 같이 기상황의 기시간 정보, 

기순번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서 지각된 

기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님을 실증

하여 Maister의 주장과 립되는 결과를 

제시하 다. 스토랑은 개인이 와서 기

다리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닌 친구나 연

인 그리고 가족이 함께와서 즐기는 곳이

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상되는 기시

간을 알려 다거나 미안한 태도를 가지

고 있다고 해도 고객의 지각된 기시간

을 짧게 느끼는데 크게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Pruyn and Smidts 

(1998)은 기공간에 TV를 설치할 경우 

고객이 기시간을 더 짧게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무엇을 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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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Maister(1985)의 주장을 지지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에 의

해 비치되거나 구성된 주의분산 도구를 

소비자가 얼마나 매력 으로 받아들이

는가에 의해 시간 지각의 방해효과가 달

라진다는 연구(박유식, 2000)처럼 기

시간 활용은 지각된 기시간에 유의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본 연구에서

의 물리  환경인 쾌 함이나 오락성, 

고객의 자의 인 활용이 지각된 기시

간을 짧게 느끼게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둘째, 고객에게는 실제 기시간보다 

주 으로 인지하는 지각된 기시간

이 기상황에서 부정 인 감정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Hornik(1984)의 연구처럼 지각된 

기시간이 길수록 부정  요인은 더 높아

지고, 정  감정요인은 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기

시간이 심하게 길어진다면 고객은 짜증, 

지루함 등을 경험하고 이는 정 인 감

정에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감정이 재방문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 인 감정은 

재방문 의도와 구 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정 인 감정은 재방문 의도와 구

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고객

의 재방문에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hang and Albert(1994)의 연구결

과와 같이 지각된 가치와 경험이 방문의

도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밝 진 것과 

상통한다. 한 만족이나 정 인 감정

이 재방문 의도에도 향을 미친다는 결

론에는 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Keaveny, 1995). 

의 연구로 보아 고객의 기시간 

리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제

안을 할 수가 있다. 첫째, 기시간에 

한 인 환경과 고객의 자의  활용은 고

객의 지각된 기시간에 직 인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들은 고객에게 시간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다면 자칫 고객에게 귀찮음이

나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배려와 심이 필요하다. 이인구, 

김종배, 이문규(2000)는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연구에서 친 차원은 소

비자들에게 있어 의미 있는 서비스 차별

화 요소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향후 생요인  

성격이 강한 신뢰 차원이 제도 , 서비

스 으로 충분히 충족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도 친  차원이 차별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측해 

볼 수 있다고 하 다. 

둘째, 기 인 상황일 때 서비스 기

업 내의 물리 인 환경으로 고객의 지각

된 기시간을 짧게 느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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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Prasuraman et al.(1985, 

1988)의 연구에서 물리  환경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 평가한다는 결과를 가져왔

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  환경이 

기시간의 고객들에게 지각된 기시간

을 짧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양

질의 물리  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특

히 기공간의 온도, 습도, 소음 등은 필

수 인 사항이며,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기 공간의 충분한 확보 

 디자인, 인테리어, 고객을 해 TV나 

인터넷, 음악, 신문/잡지의 구색을 잘 갖

추는 등 매력 인 시설을 제공하고 고객

을 해 배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 시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재

방문 의도와 구 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해 배려하고 기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극도의 부

정 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보상이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에도 신경을 쓸 필요

가 있다. 기업에서는 기 환경의 개선

에 힘쓰고, 기시간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스토랑에 한 

기시간의 기존 선행 연구의 부재로 인하

여 기시간의 배려와 활용 항목을 측정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해 물

리  환경의 설문 시 비 조사로 인해 

선택된 문항을 하 고, 쾌 성과 오락성 

이외에 근성이나 편의성, 청결성, 심

미성의 항목을 측정 할 수 없었다. 한 

여러 군데 스토랑을 설문하고 는 

스토랑 갔던 날을 생각하며 설문에 응해

달라고 하 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

으로 측정하지 못했고, 표본의 수가 그

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 타당성에 문

제가 결여되었다고 보여진다. 회귀분석

의 결과에서도 설명력을 이야기하는 결

정계수가 작게 나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토랑 한군데만을 지정하여 고객이 

기다린 실제 시간과 지각된 기시간을 

직  알아보는 연구를 한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기환경과 서비스의 요도, 방문 경험

과 사  지식 수 에 따른 기시간 지

각과 서비스 만족도, 수용가능성에 한 

연구를 해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고객의 수요 리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시간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므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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