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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ssessed how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affected customer’s awareness/association, emotional-

relationship and image, and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brand loyalty. As well, the influence of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to brand loyalty was assessed. The model was tested in family restauran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Ulsan and Daegu.

Between January 1 and February 28, 200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restaurant patrons. A total of 274

questionnair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at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increased brand

awareness/association, brand emotional?relationship and brand image, and that these attributes increased brand loyalty.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affected brand loyalty.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managers of family restaura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emotional reaction of customers to their establishment. This involves employee actions that

make dining a pleasurable experience.

Key Words: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brand awareness/association, brand emotion-relationship, brand image, brand

loyalty

I. 서 론

레스토랑 경영자 혹은 마케터들은 경쟁이점을 성취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오랫동안 그들의 브랜드를 다른 브랜

드들로부터 차별화 시키려고 해 왔다. 레스토랑이 행하는 차

별화 전략 중의 하나로 전통적으로 제품/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적/실용적 혜택과 제품/서비스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고객지향성의 관점이 중요시됨에 따라 레스

토랑 경영자 혹은 마케터들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고객이 해

당 레스토랑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를 더욱 깊게 연구할 필

요성이 있었으며, 새로운 접근방식인 브랜드 퍼스넬리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에서 많은 레

스토랑에 대한 연구들이 브랜드 퍼스넬리티를 취급하고 있

다(Kim 2004; Park 등 2005; Kim 등 2006)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브랜드와 관련된 일련의 인간 특성

으로 정의되며(Aaker 1997), 이러한 정의는 소비자들이 해

당 브랜드에 대해 인간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개성적 특성

(human personality traits)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의 상징적 사용은 소비자들이 소위 애니미즘

(animism)이라고 불리는, 해당 브랜드에 인간의 퍼스넬리

티 특성(human personality trait)을 부여하는 것을 행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Aaker 1997).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

에 대해서 쉽게 유명 인사,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및 자

아를 부여하는데(Rook 1985; Fournier 1994) 이러한 현상

은 부분적으로 광고주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의인화, 인

격화 및 최종사용자에 의한 묘사(user imagery) 등과 같은

인간의 퍼스넬리티 특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

이다. 그러한 기법을 통하여 브랜드에 관련된 인간의 퍼스

넬리티 특성은 비교적 오래가고 분명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브랜드 퍼스낼리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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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떻게 자아(self), 이상적 자아(ideal self), 구체적

자아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Belk 1988; Malhotra 1988; Kleine 등 1993),

실무자 관점인 브랜드 퍼스넬리티를, 소비자 선호 및 사용

의 중심과 시장 브랜드 공통요소, 제품범주에서 브랜드를 차

별화 시키는 핵심 요소로(Plummer 1985; Biel 1993;

Halliday 1996), 그리고 브랜드 퍼스넬리티 및 관광목적지

퍼스넬리티의 개념 확립(Aaker 1997; Hosany 등 2006)을

거쳐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소비자 감명 형성(impression

formation)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Biel 1993; Fennis

& Pruyn 2007)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브랜드 퍼스넬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다양한 마케팅 변수들이 언급되고 있고(Plummer 1985;

Batrta 등 1993), 결과변수로 소비자 선호도와 사용의 증가

(Sirgy 1982), 신뢰와 애호도의 증가(Fournier 1994)가 언

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연구들은 브랜드 퍼스넬리티의 확립(Kim 등

2006; Lee 2006),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만족, 신뢰 및 애

호도에 미치는 영향(Kim 2004; Kim 2005; Park 등 2005)

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브랜드 퍼스넬리티의 연구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고객

의 애호도로 연결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

겠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레스토랑 마케터들에게 많

은 점을 시사한다. 즉,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직접적으로 고

객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하나의 감성인 관계로 이

감성이 다른 감성을 통하여(Fennis & Pruyn 2007) 고객

애호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레스토랑 마케터들은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단, 예

를 들어, 인적 서비스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직접 고

객의 애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간접적으로 매개변수인 다

른 감성들을 통해 고객의 애호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레스토랑의 브랜드 퍼스네리티가 특정 감성 변

수를 통해 고객애호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의거한 특정 서비스의 강화 등과 같은 마케

팅 전략을 취할 수 있다.

Fournier(1994)는 BRQ(Brand Relationship Quality)

가 관계 깊이와 안정성(relationship depth & stability),

지지적 고객반응(supportive customer response), 경쟁적

절단성(competitive insulation) 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

다. 여기서 BRQ는 파트너 품질(partner quality), 열정적

인 애착(passnate attachment), 자아개념 연결성(self-

concept connection), 향수적 연결성(nostalgic connection),

친근성(intimacy), 개인적 몰입(personal commitment),

애정(lov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브랜디 퍼스넬

리티 개념과 동일하며, 관계 깊이와 안정성은 애호도 개념

이며, 지지적 고객반응과 경쟁적 절단성은 신뢰개념이다.

BRQ를 독립변수로, 관계 깊이와 안정성, 지지적 고객반응,

경쟁적 전달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모두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Aaker(1997)는 브랜드 퍼

스넬리티가 신뢰와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즉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긍정적으로 확립될수록 해

당 브랜드에 대한 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라서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레스토랑 브랜드 애호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Aaker(1997)에 의하면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높은

상품은 소비자가 쉽게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

정 브랜드 퍼스넬리티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다면 그 브

랜드 퍼스넬리티는 높은 브랜드인지/연상을 가지게 된다. 또

한 Aaker(1997)는 브랜드와 연관된 성격특성의 상호작용

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자아개념을 통하여 브랜

드의 자아표현적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즉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 태도는 그 대상이 소비자에 대한 자아표현이나 상징적

혜택을 제공하는 퍼스넬리티 특징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는

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지

시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자아표현(self-presentation)

에 대한 욕구를 가지므로 자아를 변화 가능한(malleable

self) 구성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뚜렷이 구별되는 퍼스넬리

티 연상과 관련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변화 가능한 자아

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결국, 브랜드 퍼스넬리티의 자

아표현과 독특성, 매력성이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의 일체감, 즉 브랜드 일체감(brand identification)이 높

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Kim 등 2000). 이러한 브랜드

일치감은 바로 브랜드 인지/연상과 연결된다. 즉 브랜드 퍼

스넬리티가 긍정적으로 확립될수록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

지/연상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레스토랑 브랜

드 퍼스넬리티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지/연상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소비자와 브랜드간의 감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브랜드와의 감성-관계는 브랜드의 소

비전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 유형이다. 따라서 패

밀리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소비자

에 의하여 인간의 개성 혹은 특성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특

성이 브랜드의 소비전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 유

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성실하다고 지

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레스토랑에 대해 성실하다고 지

각했다면 이 레스토랑이 자기와 닮은 점(공통점)이 많다고

지각하기 마련이다. 즉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긍정적으로 확

립될수록(자신을 성실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레스토랑에 대해 성실하다고 지각했다면) 해당 브랜드와의

감성-관계가 높아지는 것 (이 레스토랑이 자기와 닮은 점

(공통점)이 많다고 지각) 을 의미하며, 따라서 레스토랑 브

랜드 퍼스넬리티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지/연상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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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osany 등(2006)에 의한 연구는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

광목적지 퍼스넬리티를 관련되는 개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관광목적지의 이미지의 정서적인 구성요소가

관광목적지 퍼스넬리티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의 변이

(variance)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하에서 특정 관광목적지에서 지각하는 관광목적지 퍼스넬리

티는 해당 관광목적지에서 지각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

리티는 레스토랑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인지 및 연상이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인지 및 연상보다 빠르거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인지

및 연상만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브랜드가 구매 시 주요

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소수 혹은 유일한 브랜드가 될 가능

성이 증가하는 것이다(Nedungadi 등 2001). 즉, 소비자는

호의적이거나 잘 형성된 브랜드를 결정하여 받아들이는 것

을 볼 수 있다(Jacoby 등 1977).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로 하여금 구매의사 결정시 관여도를 결정하는데, 저관여상

황에서 최소기준의 브랜드 인지는 제품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Hoyer & Brown 1990; Petty &

Cacioppo 1990), Cobb-Walgren 등(1995)은 브랜드 인지

및 연상이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하여 레스토랑 브랜드 인지 및 연상

이 레스토랑 브랜드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설정할 수 있다.

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써 감성-관계

를 들 수 있는데, Fournier(1998)의 연구에 기반을 두면서

Yoo(2004)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구성되는 감성-관계를 독

립변수로, 애호도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에서 감성-관계가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미지는

브랜드 퍼스넬리티와 같은 감성의 측면이고 관광목적지의

이미지의 정서적인 구성요소가 관광목적지 퍼스넬리티 차원

에서 상당한 부분의 변이(variance)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

로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관

광객들이 특정 관광목적지에 가지는 이미지가 그들이 가지

는 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거

하여 레스토랑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와 레스토랑 브랜드 이

미지 각각이 레스토랑 브랜드 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근거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면 <Figure

1>과 같다.

II. 연구 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브랜드 퍼스넬리티 변수에 대한 정

확한 검증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패밀리 레

스토랑 외식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가 선

정한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는 아웃백 스테이크, T.G..I

프라이데이 및 베니건스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브랜드를 선

정한 이유는 이 브랜드들이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5대 패밀

리 레스토랑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설문지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2006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일간 대구의 T패밀리 레스토랑의

한 지점을 이용하고 있던 5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가족이용객이었다. 예비조사의 결과

문맥의 난이도 및 모호성의 교정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9일간 대구와 울산 지

역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작성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호텔ㆍ외식분야의 전공 학

생들과 해당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업체 관계자에게 조사목

적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서 설문 문항을 기입하게 한 후 297부를 회수하여 그 중

274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최종회수율은

99.9% 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회수율이 나타난 이유는 현

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완성하기를 기다렸다가 회수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퍼스넬리티

Aaker(1997)에 의하면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브랜드와 관

련된 일련의 인간 특성’으로 정의되며, 능력이 있음, 진지

함, 짜릿함, 세련됨, 강인함 등의 크게 5가지 영역 항목으

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항목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능력이 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근면한, 안정된, 지

적인, 전문적인, 기업적인, 성공적인, 선도적인, 자부심이

<Figure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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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등의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진지함으로 현실적인, 가족중심적인, 소박한, 정직

한, 성실한, 실제의, 건전한, 독특한, 쾌활한, 감성적인, 정

다운 등의 11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짜릿함으로 대담한, 유행에 민감한, 열정적인, 생기

있는, 멋진, 젊은, 환상적인, 독특한, 최신식의, 독립적인,

현대의 등의 11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세련됨으로 상류층의, 매혹적인, 아름다운, 매력적

인, 여성다운, 부드러운 등의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강인함은 야외생활에 맞는, 남성적인,

서부의, 강력한, 강인한 등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Aaker 1997; Kim 2000; Lee

2006)와 하루 동안 레스토랑 관련 분야의 교수 2명과 업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패널회의를 통한 자문을 얻어 Aaker

의 42개 문항 중 3개 항목을 제외하고, 그것을 패밀리 레스

토랑 외식업체에 적합하게 용어를 선정하여 총 39개의 브랜

드 퍼스넬리티 항목을 채택하였다.

2)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브랜드 이

미지

첫째, 브랜드 인지/연상은 Yoo 등(2000)에 의하면, ‘특정

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지각되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스토랑 하면 이 레스토랑

이 가장 먼저 생각 난다’, ‘나는 이 레스토랑이 어떠한 모습

인지를 안다’, ‘나는 경쟁 레스토랑 가운데에서 이 레스토랑

을 알아본다’, ‘나는 이 레스토랑을 인지하고 있다’, ‘이 레

스토랑의 일부 특성들이 급히 떠오른다’, ‘나는 이 레스토랑

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이 레스토랑의 상징 또는

로고를 기억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둘째, 브랜드와의 감성-관계를 들 수 있는데, 브랜드와의

감성-관계는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서 둘 사이에 밀접한

감성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며(Yoo

2004), Yoo(2004)의 연구에 의거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레스토랑은 나와 닮은 점

(공통점)이 많다’, ‘이 레스토랑은 항상 나에게 유익했다’,

‘이 레스토랑은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나게 한다’, ‘이 레

스토랑은 나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다’, ‘이 레스토랑은

내가 바라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 준다’, ‘이 레스토랑은 오

랫동안 알고 있었던 친밀감이 느껴진다’, ‘이 레스토랑이 없

다면 삶에서 뭔가가 빠진 것 같을 것이다’ 등이다.

셋째, Keller(1993, 1998)에 의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소

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브랜드 연상에 의해 투영

되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perception)이라고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Yoo(2004) 및 Kim & Kim(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레스토랑이 마음에 든다’,

‘이 레스토랑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레스토

랑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레스토랑은 나에게

친숙하다’, ‘이 레스토랑은 경쟁업체보다 특별하다’ 등 이다.

3)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 애호도는 Zeithaml 등(1996)에 의하면 ‘일정한 기

간 동안 일관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긍정적 브랜드태도와 브

랜드집착의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설문항목은

Zeithaml 등(1996) 및 Sohn(2005) 의 연구에 의거하였

다. 애호도는 다시 구전, 재방문, 및 가격 애호도로 나눌 수

있는데, 구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레스토랑의 좋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레스토랑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이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 레스토랑을 추천할 것이다’

의 내용이고, 재방문은 ‘이 레스토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이 레스토랑 브랜

드를 이용할 것이다’의 내용이며, 가격 애호도는 ‘이 레스토

랑을 이용할 때 비용이 다소 증가 하더라도 나는 이 레스토

랑을 선택할 것이다’, ‘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고

려할 때 나는, 경쟁사 레스토랑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

로 이 레스토랑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 등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의 측정은 <Table 1>에 나타

나 있다.

III. 분석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구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 중 남성이 187

명(68.2%), 여성이 87명(31.8%)으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

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응

답자가 전부이었다. 연령은 20대(149명, 54.4%), 30대(61

명, 22.3%), 10대(41명, 15.0%) 순이었고, 월 가족소득은

<Table 1> Components of questionnaires

 Variable Measurement Type and Number of Item  Reference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Likert-type Scale and 39 items  Aaker (1997), Kim (2000), Lee (2006)
Brand Awareness/Association Likert-type Scale and 7 items  Yoo et al. (2000)
Brand Emotion-relationship Likert-type Scale and 7 items  Yoo (2004)
Brand Image Likert-type Scale and 5 items  Yoo (2004), Kim & Kim (2005)
Brand Loyalty Likert-type Scale and 7 items  Zeithaml et al. (1996), Soh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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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77명, 28.1%), 200만원대(67명, 24.5%), 100

만원대(57명, 20.8%) 순이었다. 한편, 직업에서는 회사원

이 58명(21.2%), 자영업이 49명(17.9%), 학생이 45명

(16.4%), 전문직이 40명(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레스

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에 대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의 초기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회전방식으로는

VARIMAX 기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의 해석은 일반

적인 관례에 따라 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유의한 것

으로 하여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10개의 요인으

로 나누어졌으며 전체변량은 65.31%로, 요인1인 ‘매력적이

고 보기가 멋있는(Charming & good-looking)’은 변량이

17.67%로, 요인2인 ‘활기차고 멋진(Spirited & cool)’은 변

량이 10.95%로, 요인3인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Hard-working & reliable)’은 7.54%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830, .844 및 .824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의 요인분석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애호도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 네 변수를 한꺼번에 요

인분석한 결과 각각의 변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각각의 신뢰도검증에서 알파계

수는 각각 .895, .864, .874 및 .924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이러한 변수들의 신뢰도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3. 통계분석 결과 및 고찰

1)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인지/연상에 미

치는 영향

<Table 5>는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인지

/연상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5>는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들 중 어떤 요

인이 브랜드 인지/연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

형은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

정계수인 R2는 .35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  Contents Frequency % Demographic

 variable  Contents Frequency %

 Gender
Female  87 32

Previsit

Never been before 0 0
Male 187 68 1-5 times 99 36

Academic
career

Until high school graduate 49 18 6-10 61 22
Undergraduate (including technical college) 169 62 11-15 33 12
Beyond undergraduate 56 20 16-20 37 14

Age

10-19 41 15 More than 20 times 44 16
20-29 149 54

Frequency of 
eating-out per 
month

1 times 132 47
30-39 61 22 2 92 35
40-49 23 9 3 30 11

Family
income

Less than W1,000,000 3 1 4 12 4
W1,000,000-Less than W2,000,000 57 21 5 2 1
W2,000,000-Less than W3,000,000 67 25 Over 6 times 6 2
W3,000,000-Less than W4,000,000 77 28

Occupation

Student 45 16
W4,000,000-Less than W5,000,000 55 20 Affiliated with company 58 21
W5,000,000-Less than W6,000,000 7 2 Housewife 30 11
Over W6,000,000 8 3 Civil servant 23 8

Per capita
eating-out
expenditure

Less than W10,000 8 3 Professional 40 15
W10,000-Less than W20,000 167 61 Self- employed 49 17
W20,000-Less than W30,000 74 27 Unemployed 6 2
W30,000-Less than W40,000 14 5

Others 23 8W40,000-Less than W50,000 9 3
Over W50,00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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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브랜드 인지/연상에 정

(+)의 영향을 미친 브랜드 퍼스넬리티 요인들로 ‘활기차고

멋진(Spirited & cool)’, ‘지도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Leader & confident)’, ‘건전하고 명량한(Wholesome &

cheerful)’,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Hard-working

& reliable)’,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음의(Obedient &

warmhearted)’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인(Up-to-dated &

independent)’ 등이 나타났다.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이 브랜

드 인지/연상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이러한 브랜드 퍼스넬리티 요인들이 강하게 지각

될수록 브랜드에 대한 인지/연상이 강하게 지각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소

비자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Aaker(1997) 연구와,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일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Kim 등

(2000)의 연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를 받는데, 본 연

구는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인지/연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한 단

계 발전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인

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난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대부

분의 요인들은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원들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에서 기인한다. 즉, 고객들이 해당 패밀리 레스토랑

이 ‘활기차고 멋지다’고 지각하는 것은 종사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인이 되며, ‘지도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건

전하고 명량한’,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적이

<Table 3> Factor analysis for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Variable Factor Competency variables Factor
loadings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Eigen-
value

Cronbach
alpha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F1
(Charming & good-looking)

Charming .779

17.668 6.891 .830
Good-looking .778
Feminine .772
Glamorous .731
Smooth .606

F2
(Sprited & cool)

Spirited .824

10.950 4.271 .844
Exciting .810
Cool .678
Daring .659
Young .432

F3
(Hard-working & reliable)

Hard-working .822
7.541 2.941 .824Reliable .814

Secure .800

F4
(Leader & confident)

Leader .826

5.883 2.295 .784Confident .757
Successful .751
Corporate .663

F5
(Obedient & warmhearted) 

Obedient .849

5.260 1.710 .739Warmhearted .796
Generous .638
Family-oriented .493

F6
(Up-to-dated & independent)

Up-to-date .731

4.385 1.558 .669Contemporary .640
Independent .579
Unique .530

F7
(Courteous & Attendant)

Courteous .758 3.994 1.409 .863Attendant .739

F8
(Small-town & honest)

Small-town -.680
3.613 1.302 .653Honest -.634

Sincere -.477
F9

(Wholesome & cheerful)
Wholesome .569 3.340 1.042 .600Cheerful .535

F10
(Sentimental & friendly)

Sentimental .820 2.672 1.011 .689Friendly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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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es

Variable Competency variables Factor
loadings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

Eigen-
value

Cronbach
alpha

A

This restaurant comes to my mind first among other restaurants .810

68.79 4.29 .895

I know what this restaurant looks like .824
I can recognize this restaurant among other competing restaurant .819
I am aware of this restaurant .759
Some characteristics of this restaurant come to my mind quickly .712
I can imagine this restaurant easily in my mind .770
I can recall the symbol or logo of this restaurant .819

B

This restaurant resembles me closely .692

63.33 4.02 .864

This restaurant is beneficial to me .769
This restaurant reminds me of my features .827
This restaurant is inseparably related to me .747
This restaurant shows me the image I want .808
This restaurant makes me feel a close relationship .847
I feel empty in my life without this restaurant .734

C

I like this restaurant .813

64,28 4.13 .874
This restaurant has a clean image .793
This restaurant provides a high level of service .813
This restaurant is familiar with me .706
This restaurant is superior to competing ones .734

D

I would say positive things about this restaurant to other people .808

72.46 5.47 .924

I would recommend this restaurant to some who seeks my advice .892
I would visit this restaurant continuously in the future .733
I would choose this brand restaurant if I have chance to visit other areas .745
I would choose this restaurant if the consumption expenses of this restaurant 
increased somewhat .804

I would pay more than the expenses of competing restaurants, for the benefits I am 
receiving from this restaurant .712

A: Brand Awareness/Association
B: Brand Emotion-relationship
C: Brand Image
D: Brand Loyalty

<Table 5> The effects of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on brand awareness/associations

 Dependent

Independent

Brand awareness/associations

R2=.350, adjust R2=.335
 F=22.801, P=.000***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ce

F2
(Spirited & cool) .144 2.392* .017

F4
(Leader & confident) .192 3.392** .001

F9
(Wholesome & cheerful)  .257  4.554***  .000

F3
(Hard-working & reliable) .211  4.010***  .000

F5
(Obedient & warmhearted) .171  2.991**  .003

F6
(Up-to-dated & independent) .167  2.976**  .00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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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뜻한 마음의’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등 도 종사원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

시에 해당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분위기, 인테리어

디자인 및 테마가 이러한 브랜드 퍼스넬리티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종사원의 인적 서비스보다는 낮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브랜드 퍼스넬리트들

이 직접 그리고 브랜드 인지/연상을 통하여 고객들의 애호

도에 연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패밀리 레스토랑 경영자는

이러한 요인들이 종사원들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와, 분위

기, 인테리어 디자인 및 테마에 강조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6>은 레스토랑의 브랜드 퍼스넬리티들 중 어떤 요

인이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6>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0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인 R2는 .076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비록 레스토랑 브

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에 유의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인 R2 너무 낮게

나타나 다른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성적이고 친절한

(Sentimental & friendly)’ 요인이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

객들이 ‘감성적이고 친절한’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고객들이 지각하는 브랜드와의 감성-관계는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은 궁극적인 고객만족을 위하여 ‘감성

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중시하여 고객들이 브랜드와의 높

은 감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충성도를 제고

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고객들이 해당 브랜드에 대

해서 높은 감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3)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

<Table 7>은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7>은 레스토랑의 브랜드 퍼스넬리티들 중 어떤 요

인이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인 R2는 .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소도시 지향적이고 정직한’ 요인들이 브랜드 이미지

에 정(+)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

이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소도시 지향적이고 정직

한’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고객들이 지각하는 브

<Table 6> The effects of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on brand Emotion-relationship Dependent

 Dependent

Independent

Brand emotion-relationship

R2=.076, adjust R2=.072,
F=21.456, P=.000***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ce

F10
(Sentimental & friendly) .276 4.632*** .000

***p<0.001

<Table 7> The effects of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on brand image

 Dependent

Independent

Brand image

R2=.309, adjust R2=.301
 F=38.431, P=.000***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ce

F7
(Courteous & attendant) .431 7.721*** .000

F6
(Up-to-dated & independent) .196 3.523** .001

F8
(Small-town & honest)  .124  2.402*  .01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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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이미지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

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목적지 퍼스넬리티가 상관관계를 이

룬다는 Hosany 등(2006)의 연구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

는데, 이들의 연구를 연장하여 본 연구는 이 두 변수 사이

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게 많은 점을 시

사한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은 장기적인 고객확보를 위하

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하며 이 브랜드 이미지 제

고를 위하여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소도시 지향적

이고 정직한’ 요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

는 영향

<Table 8>은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애호

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8>은 레스토랑의 브랜드 퍼스넬리티들 중 어떤 요

인이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인 R2는 .188로 나타났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비록 레스

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 일부 요인들이 브랜드 애호도에 유

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인 R2

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다른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

음씨를 가진(Obedient & warmhearted)’, ‘선도적이고 자

신감이 있는(Leader & confident)’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

인(Up-to-dated & independent) 요인들이 브랜드 애호

도에 정(+)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

들이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선도적이고 자신

감이 있는’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인’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고객들이 지각하는 브랜드 애호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Fournier(1994), Aaker(1997),

Kim(2005), Kim(2004) 및 Park 등(2005)의 연구에 의하

여 지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게 많은 점을 시

사한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은 매출 증진을 위하여 궁극적

으로 브랜드 애호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 브랜드 애호도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선도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및 ‘현대적이

고 독립적인’ 요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품질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및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애호도 에 미치는 영향

<Table 9>는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및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나

타낸 것이다.

<Table 9>는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및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쳤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은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인 R2는 .192로 나타났다. 이 통계분석에서는 비록 레스

토랑 브랜드 인지/연상이 브랜드와의 감성-관계에 유의적

<Table 8> The effects of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on brand loyalty Dependent

 Dependent

Independent

Brand loyalty

R2=.188, adjust R2=.178,
F=19.943, P=.000***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ce

F5
(Obedient & warmhearted) .211 3.432** .001

F4
(Leader & confident) .218 3.634*** .000

F6
(Up-to-dated & independent) .180 3.092** .002

<Table 9> The effects of brand awareness/associations, brand emotion-relationship and brand image on brand loyalty Dependent

 Dependent

Independent

Brand loyalty

R2=.192, adjust R2=.189,
F=61.367, P=.000***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nificance

Brand awareness/associations .438 7.834*** .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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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정계수인 R2 너무

낮게 나타나 다른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Table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브랜드 인지/연상만이

브랜드 애호도에 정(+)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인지/연상이 높아질수록 고객들이 지각하는

브랜드 애호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Nedungadi 등(2001) 및 Cobb-Walgren(1995)의 연구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게 많은 점을 시

사한다. 즉, 패밀리 레스토랑은 매출 증진을 위하여 궁극적

으로 브랜드 애호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이것을 제고하는 하

나의 방법으로 브랜드 인지/연상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있다.

<Table 10>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나

타내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레스토랑 기업의 매출액

과 이익 증대에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고객의 애호도로 연결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데 연

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규모면에

서 우리나라 5대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있는 방문객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구와 울산 지역의 패밀리 레스

토랑을 이용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과 호텔ㆍ외식분야의 전공 학생들과 해당 패밀

리 레스토랑 외식업체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충분히 주지

시킨 후,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설문 문항을 기

입하게 한 후 274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관점은 레스토랑 마케터들에게 많

은 점을 시사한다. 즉,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직접적으로 고

객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하나의 감성인 관계로 이

감성이 다른 감성을 통하여(Fennis & Pruyn 2007) 고객

애호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연

결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통계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레

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브랜드 인지/연상, 브랜드와의

감성-관계, 브랜드 이미지 및 브랜드 애호도에, 브랜드 인

지/연상은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는 브랜드 애호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선도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

인’ 요인들이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이, 성심성의를 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서비스 및 전문성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차별적인 독특한 인적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인적 서비스 외에 물적 서비스, 특히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도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요인들은

종사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니폼에서 지각할 수도 있

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

리어 디자인에서도 고객들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

서 패밀리 레스토랑 마케터는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도 경쟁 브랜드와 차별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가 브랜드 인지/연상을

통해서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활기차고 멋진’, ‘지도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건전하고 명량한’,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적이고 따뜻한 마음의’ 및 ‘현대적이고 독립

적인’의 요인들이 브랜드 인지/연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이, 활기차면서 멋있고 성심

성의를 다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서비스 및 전문

성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차별적인 독특한 인적 서비스를 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 서비스 외에 물적 서비스, 특히 외부 건축 양

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도 레스토랑 브랜드 퍼스넬리티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활기차고 멋진’ 요인들은 종

사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니폼에서 지각할 수도 있지

만,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리

<Table 10> The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ypothesis no.  Hypothesis Testing
H1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positively affects brand awareness/associations accept
H2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positively affects brand emotion-relationship accept
H3 Restaurant brand image positively affects brand image accept
H4 Restaurant brand personality positively affects brand loyalty accept
H5 Restaurant brand awareness/associations positively affects brand loyalty accept
H6 Restaurant brand emotion-relationship positively affects brand loyalty reject
H7 Restaurant brand image positively affects brand loyalty reject



182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3, No. 2 (2008)

어 디자인에서도 고객들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패밀리 레스토랑 마케터는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리어 디

자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요인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의 시

사점을 갖는다.

첫째, 패밀리 레스토랑 경영자들은 인적 서비스가 고객들

에게 제공하는 감성측면을 중시하여야 한다. 과거의 인적 서

비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인지적

(cognitive) 측면을 중시하여 인적 서비스의 전문성 등의 인

지적 서비스품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구매에

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 측면도 작용하며, 오히

려 인지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밀리 레스토랑 경영자들은 종사원들의 서비스 교

육시 ‘활기차고 멋진’, ‘지도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건

전하고 명량한’, ‘열심히 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적이

고 따뜻한 마음의’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등의 요인에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패밀리 레스토랑 경영자들은 인적 서비스 외의 요

소, 즉, 외부 건축 양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활기차고

멋진’ 및 ‘현대적이고 독립적인’의 요인들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분

석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더 좋은 분석방법으

로 공변량구조분석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정상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면

더 정확한 가설검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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