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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ze the importance, satisfaction, perception and intake frequency of fusion 
menu in order to develop the market segmentation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useful information on 
the fusion menu and its improvement in the food industr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ed that diet menu(low fat, low-cal) and vegetarian menu items have more influence 
on females than males in regard to the importance of fusion menu when examining gender. Second, the 
study revealed that Bulgogi pizza, Bulgogi burger, cheese cutlet, cheese kimbab, sweet and sour pork 
items have great influence on customers in their 10s while green tea latte, rice burger, Bulgogi pizza, 
kimchi hamburger items have a high effect on customers in their 20s in regard to the perception of 
fusion menu when examining age. Finall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taste of food, the cleanliness of 
vessels, food hygiene, the freshness of food, the quality of menu, the portions of food, the nutrition of 
food, the speed of food service, food material harmony, the temperature of food, the flavor of food, 
distinctions from existing food,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iculture food material items have 
maintaining the good performance of fusion menus. It also showed that various strategies for price of 
fusion menu should be made when examining the IP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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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국내 외식산업은 격심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해 날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외식 상품에 한 새로운 메뉴 개발과 차별화된 

마 의 략  근의 필요성이 요하게 두

됨에 따라 이러한 실 극복 안으로 외식상품

의 매 증진과 타 경쟁 외식업체와 차별화 되는 

상품 개발의 한 안으로써 맛과 문화가 융합되

어 새로운 요리로 창조된 퓨  메뉴(fusion menu)
가 외식업체에 부상하고 있다(강혜정 2005; 이
해주․김계연 2002).

즉, 21세기 문화의 키워드(key word)로 떠오른 

퓨 (Fusion) 상이 요리와 결합되어 새로운 유

행 트 드로 음식의 최우선 경쟁력인 맛의 차별

화 략에 성공한  다른 맛의 퓨  메뉴는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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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존 략이 필요한 국내 외식산업 분야의 

드오션(red ocean) 시장에서 살아남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문화 양식으로 다양성, 자율성, 개
성,  이념 거부, 탈모더니즘의 주의를 강

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틀 안

에서 발생한 퓨  문화(Fusion culture) 상은 국

내 외식 시장에 향을 미쳐 새로운 퓨  메뉴의 

개발을 가속화시켰다. 퓨  문화 상은 우리 시

 정신을 이룬 새로운 창조 정신의 패러다임으

로 시공간의 윤리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문

명시  정신을 특징짓는다(장지선 2000). 한, 
컴퓨터 문화의 발 과 자매체의 발달의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 민족, 인종간의 경계

를 뛰어넘는 문화의 활발한 교류로 다문화, 다원

주의 문화 상으로 음식 문화의 다원화가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퓨  상과 식문화가 융합되어 음식의 

국제  트랜드로 자리 매김한 퓨  퀴진(Fusion cui-
sine)은 미국에서 혼성의 사  의미가 담긴 하

이 리드(Hybrid), 혼합의 뜻으로 다양한 장르의 

벽을 넘나든다는 의미의 크로스 오  푸드(Cross over 
food), 다문화 음식 의미의 멀티 컬쳐 푸드(Multi 
culture food), 새로운 유행이라는 의미의 뉴 웨이

 푸드(New wave food) 등의 다양한 표 으로 

불리는 퓨  퀴진(Fusion cuisine)은 동․서양의 

조리 기법  장 만을 뽑아 새로운 맛으로 창조

된 요리(김은주 1999)로서 자국의 입맛에 알맞게 

변형시킨 지화한 요리로  세계인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요리로 보편성을 추구하며 식문화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퓨  메뉴의 

세계화 상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세 의 취

향이 퓨  메뉴의 개발을 진시키면서 화 

단계에 어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 인 퓨  트랜드는 국내 퓨  외

식업체  조리학계에서 퓨  요리에 한 다양

한 이론  논의  요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 외식 업계나 조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퓨  메뉴는 동양의 요리와 서양의 요리를 혼합

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조리법을 말한다(박찬

일 2000). 
그러나 국내 퓨  메뉴에 한 경험(실증 연구)
 분석 근이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은 외식산업에서 퓨  메뉴가 일시 인 음식 

유행 트랜드로 반 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부각하고 

있는 퓨  문화 상을 외식산업과 목시켜 새

로운 학문 역의 개척을 한 연구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외식

산업과 21세기 신문화 퓨 과 결합을 시도하여 

학문 으로 그 역을 확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재 외식업체들이 개

발한 퓨  메뉴에의 품질 속성들에 한 요도

와 만족도, 인지도, 섭취 빈도 등의 실증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마  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과 효율 인 발  방안과 경쟁 

우 를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퓨 과 퓨  메뉴 개념

1) 퓨 의 개념

퓨 (Fusion)은 오늘의 시  정신을 특징 짓는 

문화  키워드로서 20세기 후반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퓨 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는 이루어지

고 있다(장지선 2000).
퓨 의 사  의미는 화학에서의 융해, 용해, 

융합 는 정치학상의 정당이나 당 의 합동, 연
합, 제휴, 심리학상의 융합을 뜻하고(민 서  2001), 
라틴어로는 ‘fusio’가 어원으로 어 ‘fuse’의 명

사형이며 한, 다른 의미로서 ‘future’와 ‘vision’
의 합성어이다(김남연 2000). 따라서, 퓨 은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이 과  다른 제3의 문

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를 담은 혼성화, 혼
합주의(Syncretism)로 표 된다(김후란 2002).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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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는 다문화 교류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새롭

게 발 된 형태이며, 음식을 포함한 이러한 퓨  

문화  상은 일시  유행이 아니라 오래 지속

되는 트 드(Trend)이다(McCool & Holland 1994). 
음식과 문화 계는 다문화 사회에서 식품 소비 

패턴에 미치는 향과 요한 련이 있다. 종종 

문화 배경은 사회에서 음식 활동을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이다(Kaufman-Kurzrock 1989; 김은

주 1999).

2) 퓨  메뉴의 개념

퓨 (Fusion)은 동양과 서양 요소가 서로 만나 

연출하는  다른 문화를 의미한다(장지선 2000). 
이러한 퓨  문화 상이 음식과 융합되어 발생

한 퓨  푸드는 1980년 퓨  요리가 본격 으로 

상품으로 내건 것은 미국 리포니아 CHINOIS 
에서 Wolfgang puck에 의해 기름진 음식이 부

분인 랑스요리와 야채를 많이 사용하고, 상
으로 고기와 기름을 게 사용하는 아시아 요리

가 융합하면서 부터이다(정혜정 2000). 국내에서 

퓨  요리의 화는 1990년 일부 패스트푸드

에서 불고기 버거, 라이스 버거, 김치 햄버거, 불
고기 피자 등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서울시의 특

호텔에서 인삼닭 스 , 김치에 말아 싼 로스구

<Table 1> Definition of fusion menu

자  년도 퓨  메뉴 개념

장지선 (2000)
퓨  요리는 동, 서양 음식 문화의 교류로 동, 서양의 조리기법과 재료  장 을 뽑아 

새로운 요리로 창조해 낸 것이다.

김은주 (1999) 퓨  요리는 동서양의 조리 기법  장 만을 뽑아 새로운 맛으로 창조된 요리이다.

이상민․Xian(2000)
퓨  요리는 동양과 서양의 조리기법, 식자재, 디스 이 등 요리의 모든 면에서 뛰어넘

는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다른 장르의 요리와 차별화 되고, 서로의 장 을 살리고 단 을 

보안하면서 통의 요리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음식으로써 동서양의 맛을 혼합한 요리이다.

정혜정(2000)
퓨  요리는 동서양 조리기법  좋아하는 맛 는 장 만을 뽑아 새로운 맛으로 만들어

낸 요리이며 기름진 음식이 부분인 서양 요리와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동양요리가 만

난 요리이다.

김동섭(2001) 퓨  요리는 각국 재료와 조리법이 혼합된 국  불명의 음식이다.

신애숙․안형기(2001) 동양과 서양의 조리기법  장 만을 뽑아 새로운 맛으로 창조해 내는 조리기법이다.

이교동(2000) 통  조리법에 새로운 외래의 조리법 혹은 식재료가 결합된 음식이다.

자료: 연구자 작성.

이 등을 개발 시 하면서 부터이다(신애숙․안형

기 2001). 음식 문화의 국제  트랜드로서 자리매

김한 퓨  요리는 동․서양 조리 기법  좋아하는 

맛 는 장 만을 뽑은 칼로리, 다이어트식 요

리로 창조된 새로운 맛으로 각국의 식문화에 맞

게 변형된 음식을 말한다. 퓨  요리는 인 

스타일에서부터 최고  스토랑 스타일에 이르

기까지 고객의 변화하는 입맛에 맞추어 외식업체

의 지속 인 신 메뉴 개발로 다양한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이런 퓨  메뉴에 한 국내 연구로는 특 호

텔 조리부  식음료부 직원을 상으로 한 퓨  메

뉴에 한 심도에 한 실증 연구(김동섭 2001), 
주요 매체에 게재된 퓨  메뉴의 시피 분석에 

한 연구(신애숙․안형기 2001), 퓨  메뉴에 

한 문화  이해에 한 연구(이교동 2000), 퓨  

메뉴의 재 황과 향후 앞으로의 망에 한 

연구(이상민․Xian 2000), 새로운 푸드 패션-퓨  

푸드에 한 연구(정혜정 2000), 시 의 트 드를 

선보이기 해 안  상품으로써의 퓨  퀴

진의 필요와 개발에 한 연구(김은주 1999)가 수

행되었다.
한, 퓨  메뉴에 한 국외 연구로는 음식에 

풍미를 주어 식욕을 진시키는 식물성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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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풍의 인도의 향신료 맛과 서양 요리가 혼합

된 새로운 퓨  메뉴에 한 연구(US News and 
World Report 1999), 국의 다양한 요리법과 말

이시아의 향신료 맛이 융합되어 독특한 퓨  

메뉴에 한 연구(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8), 동양과 서양의 요리가 융합되어 싱가폴 고

유의 맛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의 장 과 특

징만을 살려 목시킨 퓨  메뉴에 한 연구(Sin-
gapore Business 1998)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측면

에서 퓨  메뉴에 한 개념을 기존의 선행 연구

를 토 로 정리해 보면〈Table 1〉과 같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퓨  메

뉴의 개념을 다국 의 식문화의 교류로 동양, 서
양의 두 음식 문화가 혼합되어 새롭게 창조된 메

<Table 2> Release statu of the fusion menus

랜드 외식 유형 퓨  메뉴 퓨  메뉴 특성

오므토

토마토

퓨  패 리

스토랑

토마토오므라이스, 고추장스 게티,
돈까스오므라이스, 김치장어롤, 그라탕 

오므라이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식재료, 조리법으로 기존의 형

식을 탈피한 맛, 양, 모양이 가미된 메뉴로써 주재

료인 밥에 양과 향을 첨가한 차별화된 퓨  메뉴

수리야 퓨  주

커리오징어튀김, 과일 듀, 
해물 룽지탕, 인애 구이삼겹살, 
사천식탕수육

한국 통궁 요리를 일식, 식, 양식을 목시켜 새

로운 맛으로 개발한 퓨  메뉴

조치조치 퓨  주
띠아팔보채, 깐쇼새우, 유린기, 
동식황후보 , 상하이 우동볶음

한국, 국, 일식의 해물요리가 혼합된 기본 메뉴틀

에서 양식의 소스를 첨가한 변형된 퓨  메뉴

서유기짜장
퓨  패 리

스토랑

베이컨짜장, 치즈짜장, 블랙빈 바비큐, 
고추잡채볶음밥, 김치철 볶음밥

특화된 면과 소스를 조리 메뉴얼에 따라 조리하는 방

식으로 철 에 먹는 철 짜장은 차별화된 메뉴로서 

기존의 획일 인 국 메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 퓨

 메뉴

미스롤
퓨  패 리

스토랑

리포이나롤선, 크런치, 할로원, 
가스오 우동코보, 치킨윙카 라이스

퓨 음식으로 표되는 리포니아롤을 심으로 27
가지의 리포니아롤과 35가지의 다양한 side dish를 

다양한 고객의 입맛에 맞춘 퓨  메뉴

닭굴보보스
퓨  치킨

문

나 불닭, 삼치카 구이, 
퓨 계란말이, 크린베리타코침, 
히로시마 야지 들

이미 검증된 닭요리와, 숯불바베큐, 그리고 굴 요리 

등 주 메뉴 재료를 이용하여 통 인 맛을 업그 이

드시킨 퓨 화한 메뉴

호아센
퓨  패 리

스토랑

핫 팟포, 국수&닭고기 덮밥세트,
감자 말이 새우튀김, 상하이볶음밥, 
차돌국수

유럽, 미국, 국의 혼합 퓨  요리로 한국인의 취향

에 맞는 향신료의 개발과 조리법의 개선한 퓨  메뉴

피자헛 패스트푸드 불고기피자

우리 통 음식인 불고기, 야채, 도우, 고소한 체다 치

즈, 풍성한 토핑 맛이 등심 살코기와 특별한 소스가 

어우러진 깊은 불고기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국내에서 개발한 퓨  메뉴

KFC 패스트푸드 치킨 불고기버거, 김치 햄버거

KFC만의 비법이 담긴 11가지 양념을 이용 용 압력

솥에서 100% 순 식물성 기름으로 튀겨 KFC만의 톡

특한 맛을 낸 퓨  메뉴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불고기버거, 라이스버거, 한우 

스테이크버거, 불갈비버거

국내산 식재료,식물성 기름 사용한 우리의 통 인 

맛을 살린 퓨  메뉴

자료: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뉴로써 기존의 메뉴와 차별화, 다이어트식(식재

료, 조리법), 독창성을 띤 색다른 맛으로 탄생된 

메뉴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퓨  메뉴의 황

퓨  메뉴가 단순한 이국 인 맛과 향을 선호

하는 일부 소수의 고객을 한 것이 아닌 화

로 어든 메뉴로써 기존의 메뉴와 차별화를 선

언하며 친숙하게 소비자의 먹거리로 다가오고 있

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지화 략으로 고객

층의 확 와 수요 증가로 국내 외식 시장에서 독

자 인 역을 차지하는 외식 아이템으로 부상

하고 있다(조선일보 2008; 매경이코노미 2006; 
랜차이즈 경제신문 2008; 신애숙․안형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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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식 시장에서 퓨  메뉴가 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 어들어 퓨  메뉴가 단순한 일시  

트 드가 아닌 생활문화에 정착됨과 함께 우리의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 기존

의 메뉴와 다른 차별화된 메뉴와 조리기법을 개

발하기 한 퓨  컨셉을 강조하는 분 기는 지

속되고 있으며, 한식, 일식, 식, 양식이 혼합된 

메뉴로써  세 를 아우를 수 있는 인 맛

으로 신세  심으로 속히 성장하고 있다(문
화일보 2008; 조선일보 2008; 매경이코노미 2006; 

랜차이즈 경제신문 2008). 이러한 퓨  메뉴에 

한 외식업체의 퓨  메뉴 출시 황은〈Table 
2〉와 같다.

Ⅲ. 연구 방법론

1.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수집 자료는 2007년 7월 5일부터 2007년 7월 22
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무작 로 퓨  스

토랑 3곳을 선정하여 퓨  스토랑을 방문한 고

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재 퓨  스토랑 종사원을 조사원

으로 활용하 으며, 한 조사자가 직  설문지를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구성 구성내용 문항수

1.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결혼 여부  5

2. 퓨  메뉴의 

요도, 만족도

신 메뉴, 메뉴 추세, 메뉴 구성,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 천연 소스,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메뉴의 다양성, 스페셜 메뉴, 메뉴 설명, 메뉴 창의

성, 기존 음식과의 차별성, 음식의 맛, 음식의 양, 음식의 양, 음식 용기의 

성, 장식  디자인, 가격, 조리법, 친환경 메뉴, 메뉴의 계 성, 식재료 

청결성, 음식의 향, 음식의 신선도, 음식의 온도, 메뉴의 질, 기물 청결성, 어
린이 메뉴, 서비스 속도, 식재료 배합, 채식주의 메뉴.

30 

3. 퓨  메뉴의 

인지도, 섭취 빈도

리포니아롤선, 불고기피자, 김치 햄버거, 불고기 버거, 치즈인 돈까스, 안
심 조림 오므라이스, 커리 오징어 튀김, 라이스 버거, 녹차 라떼, 치즈 햄버

거 철 스테이크, 된장에 인 연어구이, 크런치(새우 튀김롤), 치즈 김밥, 
치킨 밥 오므라이스, 샤 샤 , 트리  치즈 듀 오므라이스, 부  개, 
가쯔 나베 정식, 알밥 정식, 불고기 나베 정식, 궈바로우(탕수육), 사천 매운 

모듬회물, 홍콩식 룽지탕, 데리야끼 비비큐 치킨, 카  돈까스

25

합계 60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 후 고객들이 직  기입하고 
자기 기입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시행하 다. 총 250부를 배포하여 217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

하 다.

2. 조사 내용  방법

조사 내용은 문헌조사분석(안 ․조 익 2006; 
김기 ․김선정 2000; 김 정 2002; 나정기 1995; 
민계홍 2006)의 연구 설문 자료을 통해 련 논문 

 문헌, 일간신문(조선일보, 매경이코노미, 랜

차이즈경제신문, 문화일보), 인터넷(www.daum.net, 
www.naver.com), 퓨  스토랑(부산 ,창원) 종사

원( 계자 6명), 면 을 통한 정보 수집과 재 퓨

 메뉴로 퓨  스토랑에서 매되고 있는 메

뉴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 5문항, 
퓨  메뉴의 요도와 만족도 각각 30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요도와 만족도에 한 설문 항목

으로 5  리커트 척도(5-point lijert scale)를 사용

하 다. 퓨  메뉴에 한 인지도와 성취 빈도 각

각 2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인지도와 섭취 빈도

에 한 설문 항목으로 5  리커트 척도(5-point lij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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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를 사용하 다. 그 세부 인 내용은〈Table 
3〉과 같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4.0과 SPSS 
15.0 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차이 분석하기 

하여 T-test, 요도와 만족도의 IPA 그래  작

성, 분석하기 하여 응표본 T-test(Paired samples)
와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연령별 차이 분석하

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던컨 사후검정법(post hoc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요

도, 만족도, 인지도, 섭취 빈도 문항에 한 신뢰

도 분석을 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alpha) 등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하 다. 
따라서 이론  배경을 근거로 연구의 목 을 달성

하기 하여 다음의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 다.

H1.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요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만족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인지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섭취 빈도에 유

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결과  고찰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조사 상자(표본)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

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로는 응답자 총 217명  여성이 119명(54.8%)

이고, 남성이 98명(45.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7)

Variables N (%)

Gender

Male 98 45.2

Female 119 54.8

Age(years)

10s(10～19) 45 20.7

20s(20～29) 97 44.7

30s(30～39) 48 22.1

40s≧ 27 12.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0 13.8

High school graduate 50 23.0

Junior college graduate 36 16.6

College graduate 90 41.5

Postgraduate≧ 11 5.1

Annual household income
(1,000 won)

1,000≦ 106 43.3

1,000≦ 45 23.0

3,000≦ 45 23.0

4,000≦ 11 5.6

4,000≧ 10 5.1

Marital Status

Single 140 64.5

Married 42 19.4

Separated 21 9.7

Divorced 9 4.1

Others 5 2.3

가 45명(20.7%), 20 가 97명(44.7%), 30 가 

48명(22.1%), 40  이상은 27명(12.4%)을 차지하

다. 학력 수 별로는 고졸 이하는 30명(13.8%), 
고졸(재학)은 50명(23.0%), 문 졸(재학)은 36명
(16.6%), 졸(재학)은 90명(41.5%), 학원졸(재
학) 이상은 11명(5.1%)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수

은 100만원 미만은 106명(43.3%), 200만원 미만

은 45명(23.0%), 300만원 미만은 45명(23.0%), 400
만원 미만은 11명(5.6%), 400만원 이상은 10명(5.1%)
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로는 미혼이 14명(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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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이 42명(19.4%), 별거는 21명(9.7%), 이혼은 

9명(4.1%), 기타는 5명(2.3%)으로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Table 5>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fusion menu by gender and age

Variables

Importance
Gender Age

Male Female
t-value

10s 20s 30s 40s≧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New menu 3.70  0.92 3.90  0.82 －1.652 3.91   0.82 3.80  1.02 3.88  0.64 3.56  0.70 1.066

 2. Trend of menu 3.68  0.90 3.78  0.80 －0.843 3.76   0.74 3.76  0.95 3.83  0.60 3.44  0.97 1.315

 3. Composition of menu 3.82  0.84 3.86  0.85 －0.354 3.82   0.96 3.94  0.91 3.79  0.58 3.59  0.75 1.279
 4. Diet menu

(low fat, low-cal)
3.53  1.04 3.87  0.88 －2.639** 3.82   1.01 3.63  1.08 3.83  0.75 3.67  0.78 0.699

 5. Natural sauce 3.80  0.98 4.02  0.98 －1.647 3.96   1.15 3.78  1.04 4.10  0.78 4.00  0.78 1.257
 6.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iculture 
food material

3.97  0.89 4.05  0.91 －0.659 4.09   1.00 3.98  0.92 4.13  0.79 3.81  0.83 0.834

 7. Variety of menu 3.82  0.83 4.03  0.80 －1.956 4.18   0.78 3.84  0.90 4.00  0.65 3.78  0.80 2.268

 8. Special menu 3.70  0.90 3.76  0.87 －0.503 3.96   0.88 3.67  0.91 3.77  0.86 3.56  0.80 1.522

 9. Explanation of menu 3.90  0.78 3.82  0.80   0.690 4.111)b) 0.78 3.82b) 0.85 3.92b) 0.58 3.44a) 0.75 4.352**

10. Creativity of menu 3.90  0.75 3.87  0.82   0.300 3.84   0.82 3.93  0.84 3.94  0.67 3.67  0.73 0.888
11. Distinction with 

existion food
3.99  0.77 3.94  0.85   0.439 3.80ab) 0.76 4.02bc) 0.84 4.23c) 0.52 3.56a) 1.01 5.045**

12. Taste of food 4.36  0.84 4.44  0.71 －0.759 4.60b)  0.62 4.43b) 0.84 4.35ab) 0.70 4.04a) 0.76 3.223*

13. Portions of food 4.20  0.85 4.03  0.86   1.535 4.33   0.90 4.13  0.86 4.00  0.83 3.81  0.74 2.422

14. Nutrition of food 4.06  0.87 4.13  0.75 －0.667 4.20   0.79 4.15  0.82 4.04  0.71 3.85  0.91 1.327

15. Suitable vessel 3.87  0.77 3.84  0.83   0.246 3.76   0.88 3.94  0.84 3.88  0.64 3.67  0.78 1.082

16. Decoration and design 3.88  0.68 3.76  0.81   1.117 3.71   0.82 3.82  0.72 4.00  0.65 3.63  0.88 1.820

17. Price 4.06  0.88 4.16  0.83 －0.843 4.22   0.79 4.07  0.89 4.08  0.87 4.15  0.82 0.349

18. Cooking method 3.82  0.84 3.84  0.80 －0.215 3.73   1.01 3.86  0.84 3.83  0.66 3.89  0.64 0.285
19. Environment-friendly 

menu
3.86  0.96 3.91  0.89 －0.400 4.04   0.88 3.78  1.00 3.96  0.90 3.85  0.72 0.950

20. Menu seasonality 3.76  0.91 3.64  0.91   0.939 3.44   1.18 3.71  0.90 3.77  0.69 3.89  0.70 1.687

21. Sanitary of food 4.26  0.76 4.36  0.78 －1.009 4.53   0.84 4.33  0.79 4.19  0.64 4.11  0.75 2.318

22. Flavor of food 4.05  0.78 3.92  0.81   1.163 3.82   0.91 4.00  0.79 4.02  0.76 4.11  0.70 0.887

23. Freshness of food 4.16  0.81 4.37  0.75 －1.953 4.42   0.75 4.34  0.78 4.19  0.67 3.96  0.94 2.450

24. Temperature of menu 3.90  0.83 4.00  0.84 －0.893 3.93   0.96 3.96  0.85 4.06  0.70 3.78  0.80 0.674

25. Quality of menu 4.22  0.82 4.29  0.81 －0.629 4.44   0.76 4.20  0.92 4.27  0.68 4.19  0.68 1.058

26. Cleanliness of vessel 4.28  0.73 4.30  0.78 －0.262 4.38b)  0.72 4.36b) 0.77 4.27b) 0.71 3.93a) 0.78 2.659*

27. Kid's menu 3.67  0.89 3.65  0.90   0.216 3.44   1.10 3.60  0.86 3.81  0.76 3.96  0.76 2.580

28. Speed of food service 4.02  0.76 4.07  0.83 －0.429 4.27   0.91 4.05  0.78 3.98  0.73 3.78  0.70 2.319

29. Food meterial harmony 4.01  0.77 4.01  0.76   0.017 3.98   0.94 4.03  0.77 4.06  0.60 3.89  0.70 0.350

30. Vegetarian menu 3.43  0.95 3.77  0.94 －2.667** 3.84b)  1.09 3.40a) 0.98 3.65ab) 0.79 3.96b) 0.81 3.783*
Total mean 3.92  0.41 3.98  0.39     0.290  4.01   0.42  3.95  0.44  3.99  0.29  3.82  0.37   1.548

Cronbach's α 0.883
* p<0.05, ** p<0.01, *** p<0.001. 
1) 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요도 차이 분석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연령별, 
요도 차이 분석하기 하여 T-test와 ANOVA,

던컨 사후검정법를 실시한 결과는〈Table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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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도 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0.883으로 높은 

신뢰도 문항을 나타냈다.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요도 인식 차

이를 조사 상자들의 성별로 조사한 결과, 성별

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P<0.01), 채식주의 메뉴(P<0.01)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요도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 채식주의 메뉴에 해 높은 요도를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연령에 따라서는 

10 가 음식의 맛(P<0.05), 기물 청결성(P<0.05), 
메뉴 설명(P<0.01)등에 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가 기존 음식과의 차별성(P<0.01), 40  이상이 

채식주의 메뉴(P<0.05)에 해 높은 요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 의 은 층이 

퓨  메뉴에 해 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만족도 차이 분석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연령별 만

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T-test와 ANOVA, 
던컨 사후검정법를 실시한 결과는〈Table 6〉과 같

다. 본 연구의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만
족도 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0.934으로 높은 

신뢰도 문항을 나타냈다.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만족도 차이를 

조사 상자들의 성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메뉴 설명(P<0.05), 채식주

의 메뉴(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메뉴 설명과 채

식주의 메뉴에 한 퓨  메뉴 만족도를 높게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에 따라서는 

10 가 음식의 맛(P<0.01), 음식의 양(P<0.05), 친환

경 메뉴(P<0.01), 식재료 청결성(P<0.05), 메뉴의 

질(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

냈으며, 40  이상이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

리)(P<0.05),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P<0.05), 채식

주의 메뉴(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따라서 10 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퓨  메뉴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인지도 차이 분석

퓨  메뉴에 한 성별, 연령별 인지도의 차이

를 분석하기 하여 T-test와 ANOVA, 던컨 사후

검정법를 실시한 결과는〈Table 7〉과 같다. 본 연

구의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인지도 문항

의 Cronbach Alpha값은 0.923으로 높은 신뢰도 

문항을 나타냈다.
퓨  메뉴에 한 인지도 차이를 조사 상

자들의 성별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고기피자(P<0.05), 불고기버

거(P<0.05), 치즈김밥(P<0.01), 치킨 밥오므라이

스(P<0.05), 알밥정식(P<0.05), 궈바로우(탕수육) 
(P<0.01)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퓨  메뉴에 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령에 따라서는 10 가 불고기피자(P<0.01), 불고

기버거(P<0.001), 치즈돈까스(P<0.001), 치즈김밥

(P<0.001), 궈바로우(탕수육)(P<0.01)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20 가 불고기피자

(P<0.01), 김치햄버거(P<0.05), 라이스버거(P<0.01), 
녹차라떼(P<0.05) 등의 항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30 가 리포니아롤(P<0.05)의 항

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40  이상이 사

천매운모둠회물(P<0.05), 홍콩식 룽지탕(P<0.01)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따라

서 반 으로 10 와 20 가 퓨  메뉴에 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 연령별 퓨  메뉴의 섭취 빈도 차이

퓨  메뉴에 한 성별, 연령별 섭취 빈도의 차

이를 분석하기 하여 T-test와 ANOVA, 던컨 사

후검정법를 실시한 결과는〈Table 8〉과 같다. 본 

연구의 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섭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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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fusion menu by gender and age

Variables

Satisfaction
Gender Age

Male Female
t-value

10s 20s 30s 40s≧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New menu 3.46  0.72 3.52  0.66 －0.658 3.56   0.69 3.42  0.70 3.52   0.64 3.59   0.64 0.674

 2. Trend of menu 3.53  0.80 3.50  0.70   0.259 3.44   0.74 3.55  0.80 3.50   0.62 3.56   0.80 0.222

 3. Composition of menu 3.54  0.76 3.50  0.72   0.362 3.49   0.76 3.48  0.77 3.50   0.68 3.74   0.71 0.913
 4. Diet menu 

(low fat, low-cal)
3.22  1.00 3.38  1.02 －1.116 3.47   1.01 3.10  1.03 3.40   0.92 3.63   1.01 2.804*

 5. Natural sauce 3.49  0.89 3.49  0.91   0.020 3.67   1.04 3.39  0.88 3.38   0.84 3.74   0.71 1.957
 6.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iculture 
food material

3.62  0.89 3.53  0.90   0.761 3.76   1.00 3.45  0.92 3.46   0.77 3.89   0.70 2.640*

 7. Variety of menu 3.76  0.73 3.74  0.85   0.143 3.96   0.88 3.64  0.79 3.65   0.73 3.96   0.71 2.597

 8. Special menu 3.37  1.02 3.32  1.00   0.349 3.64   1.03 3.25  0.99 3.23   1.02 3.37   0.97 1.871

 9. Explanation of menu 3.71  0.77 3.49  0.86   2.020* 3.87   0.89 3.48  0.84 3.63   0.79 3.44   0.64 2.553

10. Creativity of menu 3.64  0.85 3.52  0.92   1.004 3.76   0.93 3.53  0.93 3.50   0.83 3.59   0.80 0.832
11. Distinction with 

existion food
3.60  0.83 3.58  0.91   0.186 3.62   0.94 3.48  0.86 3.71   0.87 3.70   0.82 0.939

12. Taste of food 3.93  0.86 3.98  0.82 －0.476 4.36b)  0.74 3.86a) 0.89 3.85a)  0.77 3.85a)  0.77 4.423**

13. Portions of food 3.83  0.84 3.61  0.84   1.856 4.04   0.82 3.66  0.90 3.50   0.68 3.70   0.82 3.564*

14. Nutrition of food 3.69  0.80 3.58  0.86   1.002 3.84   0.85 3.56  0.83 3.58   0.74 3.63   0.97 1.294

15. Suitable vessel 3.67  0.83 3.59  0.83   0.754 3.67   0.83 3.58  0.88 3.58   0.74 3.81   0.83 0.652

16. Decoration and design 3.67  0.80 3.68  0.85 －0.064 3.76   0.80 3.61  0.81 3.67   0.86 3.81   0.88 0.609

17. Price 3.57  1.02 3.45  0.91   0.964 3.69   0.97 3.42  1.03 3.54   0.85 3.41   0.84 0.906

18. Cooking method 3.48  0.86 3.47  0.77   0.081 3.47   0.92 3.47  0.83 3.56   0.71 3.33   0.73 0.459
19. Environment-friendly 

menu
3.39  0.85 3.50  0.87 －0.993 3.76b)  0.88 3.29a) 0.82 3.33a)  0.86 3.74b)  0.81 4.571**

20. Menu seasonality 3.35  0.87 3.45  0.88 －0.892 3.53   0.92 3.28  0.86 3.44   0.85 3.59   0.89 1.436

21. Sanitary of food 3.71  0.90 3.74  0.95 －0.199 4.07b)  0.91 3.65a) 0.94 3.52a)  0.90 3.81ab) 0.83 3.219*

22. Flavor of food 3.68  0.75 3.57  0.80   1.057 3.87   0.79 3.62  0.77 3.44   0.77 3.56   0.75 2.495

23. Freshness of food 3.76  0.86 3.71  0.89   0.340 4.02   0.78 3.63  0.91 3.73   0.92 3.63   0.79 2.246

24. Temperature of menu 3.68  0.83 3.61  0.85   0.686 3.71   0.73 3.55  0.88 3.69   0.85 3.78   0.85 0.802

25. Quality of menu 3.77  0.85 3.66  0.87   0.867 4.07b)  0.75 3.61a) 0.86 3.65a)  0.91 3.59a)  0.80 3.422*

26. Cleanliness of vessel 3.82  0.82 3.73  0.89   0.729 3.96   0.82 3.71  0.91 3.79   0.92 3.63   0.49 1.109

27. Kid's menu 3.24  0.92 3.36  0.89 －0.929 3.24   0.96 3.24  0.94 3.44   0.85 3.44   0.89 0.778

28. Speed of food service 3.68  0.89 3.60  0.93   0.698 3.78   1.04 3.48  0.90 3.75   0.86 3.74   0.76 1.632

29. Food meterial harmony 3.69  0.84 3.52  0.79   1.557 3.47   0.97 3.64  0.82 3.63   0.73 3.63   0.69 0.497

30. Vegetarian menu 3.48  0.92 3.24  0.97   1.819* 3.51ab) 1.06 3.13a) 0.95 3.44ab) 0.74 3.70b)  0.99 3.565*
Total mean 3.60  0.46 3.55  0.54     0.681  3.73b) 0.50  3.49a) 0.51  3.55ab)  0.51  3.65ab) 0.43   2.662*

Cronbach's α 0.934
* p<0.05, ** p<0.01, *** p<0.001.
1) 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0.875으로 높은 신뢰

도 문항을 나타냈다.
퓨  메뉴에 한 섭취 빈도 차이를 조사 상

자들의 성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서는 여성이 리포니아롤선(P<0.01), 불고기피

자(P<0.05), 불고기버거(P<0.05), 녹차라떼(P<0.05), 
크런치(새우튀김)(P<0.05), 알밥정식(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내었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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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fusion menu by gender and age

Variables

Perception
Gender Age

Male Female
t-value

10s 20s 30s 40s≧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California roll 3.44  0.97 3.66  1.01 －1.596 3.62b) 1.15 3.64b) 0.93 3.65b) 0.89 3.00a) 1.04  3.311*

 2. Bulgogi pizza 3.82  0.90 4.11  0.90 －2.385* 4.13b) 0.97 4.13ab) 0.85 3.81a) 0.89 3.44a) 0.85  5.310**

 3. Kimchi hamburger 3.54  1.04 3.73  0.99 －1.380 3.71b) 0.99 3.80b) 0.94 3.50ab) 1.15 3.22a) 0.93  2.827*

 4. Bulgogi burger 3.89  1.06 4.18  0.90 －2.167* 4.33c) 0.90 4.26c) 0.82 3.77b) 1.10 3.30a) 0.99 10.445***

 5. Cheese cutlet 3.69  0.31 3.97  1.03 －1.934 4.22b) 0.90 4.03b) 1.02 3.50a) 1.09 3.19a) 1.08  8.755***
 6. Sweet beef tenderloin 

omurice
2.91  1.08 3.00  1.16 －0.596 2.89  1.30 2.89  1.06 3.21  1.05 2.89  1.19  1.009

 7. Deedfried squid with 
curry sauce

2.86  1.06 2.89  1.09 －0.229 2.76  1.25 2.91  0.98 3.08  1.03 2.59  1.15  1.445

 8. Rice burger 3.69  1.00 3.68  1.04   0.095 3.69b) 1.12 3.92a) 0.90 3.44ab) 1.01 3.30b) 1.10  4.099**

 9. Green tea latte 3.51  1.11 3.71  1.12 －1.287 3.33  1.28 3.88  1.01 3.56  1.11 3.26  1.02  3.818*
10. Cheesehamburger steak 

roasted on a hot plate
2.90  1.11 3.18  1.21 －1.808 3.07  1.29 3.18  1.11 3.04  1.15 2.63  1.18  1.548

11. Grilled miso-pickled 
salmon 

2.41  1.15 2.60  1.22 －1.161 2.36  1.17 2.49  1.17 2.69  1.21 2.52  1.28  0.610

12. Deep fried shrimp 
roll(Keureonchi)

3.19  1.08 3.44  1.17 －1.577 3.60  1.07 3.40  1.09 3.13  1.18 2.96  1.22  2.497

13. Cheese kimbab 3.51  1.18 3.92  0.98 －2.723** 4.13b) 0.92 3.93b) 1.04 3.23a) 1.24 3.26a) 0.71  9.099***

14. Chicken kebob omurice 2.86  1.14 3.20  1.25 －2.100* 3.24  1.30 3.12  1.16 2.92  1.25 2.67  1.14  1.611

15. Shabu 3.51  1.12 3.70  1.06 －1.259 3.76  1.13 3.70  1.02 3.46  1.18 3.33  1.07  1.385
16. Triple cheese fondue 

omurice
2.57  1.20 2.71  1.24 －0.807 2.60  1.23 2.66  1.26 2.83  1.15 2.33  1.18  0.993

17. Boodae pot stew 3.74  1.19 4.03  1.10 －1.802 3.98  1.14 4.07  1.04 3.52  1.30 3.81  1.11  2.659

18. Gajjew nabe 2.60  1.06 2.57  1.24   0.196 2.24  1.19 2.60  1.17 2.73  1.07 2.85  1.17  2.050

19. Flying fish egg on rice 3.17  1.18 3.55  1.22 －2.329* 3.36  1.28 3.56  1.19 3.13  1.30 3.26  0.94  1.501

20. Bulgogi nabe 2.84  1.17 2.71  1.17   0.768 2.62  1.13 2.81  1.19 2.73  1.18 2.93  1.14  0.464

21. Sweet and sour pork 3.49  1.31 3.94  1.17 －2.653** 4.07b) 1.23 3.88b) 1.25 3.25a) 1.33 3.56ab) 0.85  4.239**
22. Braised seafood in hot 

souce
2.70  1.00 2.46  1.19   1.628 2.16a) 1.09 2.62b) 1.10 2.75b) 1.14 2.78b) 1.01  2.956*

23. Fried scorched with 
assorted seafood soup

2.76  1.13 2.56  1.18   1.214 2.24a) 1.07 2.60ab) 1.20 2.90b) 1.13 3.07b) 1.00  3.967**

24. Teriyaki chicken 
barbecue

2.84  1.23 2.92  1.26 －0.516 2.87  1.34 2.94  1.25 2.85  1.22 2.78  1.15  0.137

25. Curry cutlet 3.26  1.20 3.41  1.26 －0.931 3.40  1.25 3.52  1.19 3.10  1.36 3.34  1.06  1.838
Total mean 2.66  0.51 2.79  0.58   －1.828  2.75  0.52  2.82  0.49  2.66  0.68  2.53  0.54    2.250

Cronbach's α 0.923
* p<0.05, ** p<0.01, *** p<0.001.
1) 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 커리오징어튀김(P<0.05), 라이스버거(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다. 연
령별에 따라서는 10 가 불고기피자(P<0.001), 불
고기버거(P<0.001), 궈바로우(탕수육)(P<0.01) 등
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다. 20
가 치즈돈까스(P<0.05), 궈바로우(탕수육)(P<0.01), 

리포니아롤선(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으며, 30 가 치즈햄버거 철  

스테이크(P<0.05), 된장에 인 연어구이(P<0.05), 
홍콩식 룽지탕(P<0.05)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다. 40  이상이 가쯔나베정식

(P<0.01), 사천매운모듬해물(P<0.05) 등의 항목에

서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퓨  메뉴

의 섭취 빈도는 반 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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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of the intake frequency of fusion menu by gender and age

Variables

Intake frequency
Gender Age

Male Female
t-value

10s 20s 30s 40s≧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California roll 2.31  1.12 2.81  1.27 －3.049** 2.62b) 1.37 2.74b) 1.26 2.60b) 1.14 1.89a) 0.70  3.572*

 2. Bulgogi pizza 2.99  1.27 3.47  1.41 －2.473* 4.09d) 1.29 3.46c) 1.38 2.83b) 1.29 1.85a) 0.77 19.618***

 3. Kimchi hamburger 2.20  1.45 2.26  1.27 －0.327 2.27  1.45 2.31  1.30 2.29  1.11 1.81  1.00  1.150

 4. Bulgogi burger 2.92  1.26 3.45  1.47 －2.547* 3.98b) 1.41 3.59b) 1.48 2.42a) 1.29 1.96a) 0.94 20.124***

 5. Cheese cutlet 2.78  1.57 3.43  4.62 －1.340 3.33  1.54 3.67  5.08 2.60  1.27 1.81  0.96  2.389*
 6. Sweet beef tenderloin 

omurice
1.88  1.52 1.82  1.05   0.444 1.84  1.15 1.75  1.01 2.08  1.03 1.74  0.86  1.215

 7. Deep fried squid with 
curry sauce

1.96  1.01 1.67  0.92   2.079* 1.69  1.08 1.86  1.09 1.85  0.87 1.70  0.91  0.396

 8. Rice burger 2.31  1.11 1.97  0.94   2.281* 2.02  1.16 2.14  1.10 2.38  1.04 1.78  0.80  1.978

 9. Green tea latte 2.24  1.20 2.61  1.32 －2.149* 2.16  1.24 2.63  1.27 2.54  1.18 2.07  1.11  2.485
10. Cheese hamburger steak 

roasted on a hot plate
2.02  1.11 1.94  1.11   0.536 1.69a) 1.10 1.97ab) 1.13 2.31b) 0.99 1.89ab) 0.89  2.727*

11. Grilled miso-pickled 
salmon 

1.65  1.05 1.56  1.02   0.642 1.27a) 0.75 1.55a) 1.00 1.94b) 1.21 1.78b) 1.01  3.806*

12. Deep fried shrimp roll
(Keureonchi)

2.07  1.04 2.39  1.11 －2.105* 2.31  1.20 2.22  1.15 2.48  1.11 1.85  0.95  1.851

13. Cheese kimbab 2.62  1.15 2.91  1.31 －1.519 2.84  1.36 2.95  1.42 2.73  1.44 2.15  0.95  2.472

14. Chicken kebob omurice 1.91  1.45 2.03  1.19 －0.764 1.89  1.11 1.98  1.16 2.08  1.13 1.89  1.01  0.288

15. Shabu 2.58  1.04 2.82  1.37 －1.279 2.33  1.45 2.85  1.38 2.88  1.42 2.59  1.19  1.718
16. Triple cheese fondue 

omurice
1.82  1.41 1.71  1.17   0.664 1.51  1.08 1.77  1.11 1.96  1.17 1.78  1.15  1.242

17. Boodae pot stew 3.00  1.07 3.34  1.44 －1.645 3.31  1.53 3.40  1.47 2.69  1.52 3.07  1.41  2.637

18. Gajjew nabe 1.80  1.57 1.62  1.04   1.262 1.27a) 0.62 1.70b) 1.03 1.92b) 1.16 2.04b) 0.98  4.706**

19. Flying fish egg on rice 2.32  0.97 2.67  1.28 －2.002* 2.38  1.37 2.71  1.38 2.31  1.24 2.37  1.04  1.384

20. Bulgogi nabe 1.72  1.33 1.76  1.03 －0.233 1.44  0.72 1.74  1.01 1.90  1.08 1.96  1.13  2.186

21. Sweet and sour pork 3.08  0.96 3.41  1.58 －1.527 3.51b) 1.67 3.51b) 1.55 2.58a) 1.54 3.19ab) 1.39  4.244**
22. Braised seafood in 

hot souce
1.65  1.60 1.64  1.03   0.111 1.42a) 0.84 1.55ab) 0.87 1.85bc) 1.09 2.00c) 1.04  3.295*

23. Fried scorched with 
assorted seafood soup

1.71  0.85 1.69  1.06   0.173 1.36a) 0.77 1.65ab) 1.04 2.02b) 1.21 1.89b) 1.15  3.486*

24. Teriyaki chicken barbecue 2.00  1.08 2.17  1.26 －0.944 1.87  1.14 2.13  1.30 2.19  1.21 2.15  1.23  0.643

25. Curry cutlet 2.40  1.21 2.49  1.38 －0.484 2.40  1.40 2.55  1.37 2.52  1.41 2.04  1.06  1.067
Total mean 1.86  0.55 1.99  0.60   －1.554  1.89  0.52  2.01  0.61  1.93  0.58  1.71  0.57    2.034

Cronbach's α 0.875
* p<0.05, ** p<0.01, *** p<0.001.
1) 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고루 나타나 퓨  메뉴가 다양한 고객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3. 퓨  메뉴의 속성별 요도-만족도 IPA

그래  분석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요도와 만족도에 

한 IPA 그래 를 작성하기 하여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와 응표본 T-test(paired sam-
ple), SPSS 14.0, SPSS 15.0 로그램를 이용하

다. 이때, IPA는 여러 속성들을 포함되어 있는 퓨

 메뉴에서 여러 속성들의 상 인 요도와 

만족도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 분석은 2차원 

자에 메뉴 리자가 어디에 자원과 로그램을 집

해야 되는지를 밝 다. IPA 격자는 4사분면으



퓨  메뉴의 요도, 만족도, 인지도  섭취 빈도에 한 연구 145

Im
portance

Satisfaction

 1. New menu
 2. Trend of menu
 3. Composition of menu
 4. Diet menu(low fat, low-cal)
 5. Natural sauce
 6. Environment-friendly organic 

agriculture food material
 7. Variety of menu
 8. Special menu
 9. Explanation of menu
10. Creativity of menu
11. Distinction with existing food
12. Taste of food
13. Portions of food
14. Nutrition of food
15. Suitable vessel
16. Decoration and design
17. Price
18. Cooking method
19. Environment-friendly menu
20. Menu seasonality
21. Sanitary of food
22. Flavor of food
23. Freshness of food
24. Temperature of menu
25. Quality of menu
26. Cleanliness of vessel
27. Kid's menu
28. Speed of food service
29. Food material harmony
30. Vegetarian menu

<Fig. 1> Result of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or the quality of fusion menu.

로 각 면수의 요도와 만족도를 이용하여 을 

고 격자로서 4개면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방

법으로 메뉴 품질에 한 이론 인 측면보다는 

경 자나 종사원들이 장에서 활용 가능하고 마

 활용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다.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요도와 만

족도에 한 IPA( 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Fig. 1〉과 같다.
첫째, 운 자의 서비스에 해 응답자들이 

요하게 여기며 운 자, 한 만족도가 높은 기존

의 좋은 성과를 계속 유지시켜 주어야할 1사분면

(좋은 성과 지속 유지: keep up the good work)의 

항목은 음식의 맛, 기물 청결성, 식재료 청결성, 
음식의 신선도, 메뉴의 질, 음식의 양, 음식의 

양, 서비스 속도, 식재료 배합, 온도, 향, 기존 음

식과의 차별성,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등이 있다.
둘째, 응답자들에게는 아주 요한 속성이지만 

운 자는 만족도가 낮은 2사분면(노력집 화의 지

향: Concentrate here)의 항목은 가격이었다.
셋째, 운 자도 낮은 요도를 두고 응답자도 

요하게 여기지 않는 3사분면(낮은 요도: low 
priority)의 항목은 채식주의 메뉴, 어린이 메뉴, 메
뉴 계 성,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 스
페셜 메뉴, 신 메뉴, 조리법, 메뉴 구성, 친환경 메

뉴, 천연 소스, 메뉴 추세 등이 있다.
넷째, 운 자는 요도를 두지만 응답자는 요

하게 여기지 않는 4사분면(과잉노력지향: Possible 
overkill)의 항목은 메뉴 다양성, 장식  디자인, 
음식 용기의 성, 메뉴 설명, 메뉴 창의성 등

이었다.

Ⅴ. 결  론

1.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재 외식업체들이 개발한 퓨  메

뉴에 한 요도, 만족도, 인지도, 섭취 빈도 등

을 분석하여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마  략 

수집을 한 유용한 정보 제공과 퓨  메뉴의 효

율 인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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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연
령별, 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

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 채식주의 메뉴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연령에 있어

서 10 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 으로 음식

의 맛, 기물 청결성, 메뉴 설명 등에 해 높은 

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30 가 기존 음식과의 

차별성에 해 높은 요도 인식을 나타내었다. 
한, 40  이상이 채식주의 메뉴에 해 높은 

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연

령별 만족도 분석 결과,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

성보다 메뉴 설명, 채식주의 메뉴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 있어서 10 가 음식의 맛, 음식의 양, 식재료 

청결성, 친환경 메뉴, 메뉴의 질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40  이상이 다이어

트 메뉴( 지방, 칼로리), 친환경 유기농 식재

료, 채식주의 메뉴 등의 항목에 해 높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셋째,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설명, 연

령별 인지도 분석 결과,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남

성보다 불고기피자, 불고기버거, 치즈김밥, 치킨

밥오므라이스, 알밥정식, 궈바로우(탕수육) 등
의 항목에 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연령에 

있어서 10 가 불고기피자, 불고기버거, 치즈돈

까스, 치즈김밥, 궈바로우(탕수육)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가 녹차라떼, 라이스버거, 불고기피자, 김치햄

버거 등에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한, 30 가 

리포니아롤, 40 가 홍콩식 룽지탕, 사천매

운 모둠해물 등의 항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성별, 연

령별 섭취 빈도 분석 결과,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리포니아롤선, 불고기피자, 불고기버거, 녹차라

떼, 크런치, 알밥정식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으며, 남성이 커리오징어튀김, 라이

스버거 등의 항목에 해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

냈다. 연령에 있어서 10 가 불고기피자, 불고기

버거, 궈바로우(탕수육) 등의 항목에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으며, 20 가 리포니아롤선, 치
즈돈까스, 궈바로우(탕수육) 등의 항목에 높은 섭

취 빈도를 나타냈다. 30 가 치즈 햄버거 철 스

테이크, 된장에 인 연어구이, 홍콩식 룽지탕 

등의 항목에 높은 섭취 빈도나 40 가 가쯔나베

정식, 사천매운 모둠회물 등의 항목에 높은 섭취 

빈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퓨  메뉴의 속성별 IPA 분석 결과, 1

사분면(좋은 성과 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의 항목은 음식의 맛, 기물 청결성, 식재료 청결

성, 음식의 신선도, 메뉴의 질, 음식의 양, 음식의 

양, 서비스 속도, 식재료 배합, 음식의 온도, 음
식의 향, 기존 음식과의 차별성, 친환경 유기농 식

재료 등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노력집 화지향: 
concentrate here)의 항목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3
사분면(낮은 요도: low priority)의 항목은 채식

주의 메뉴, 어린이 메뉴, 메뉴 계 성, 다이어트 메

뉴( 지방, 칼로리), 스페셜 메뉴, 신 메뉴, 조리

법, 메뉴 구성, 친환경 메뉴, 천연 소스, 메뉴 추세

로 나타났다. 4사분면(과잉노력지향: possible over-
kind)의 항목은 메뉴 다양성, 장식  디자인, 음
식 용기의 성, 메뉴 설명, 메뉴 창의성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 로 외

식업체들의 효율 인 운 과 퓨  메뉴의 발  

방안을 한 세분화된 마  략 수립을 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한다.
첫째, 운 자(외식업)는 여성을 표 시장으로 

선정하여 다이어트 메뉴( 지방, 칼로리), 채식

주의 메뉴 등의 건강 지향  메뉴 개발이 요구된

다. 고지방, 고칼로리의 열량이 높은 메뉴에 한 

고객 기호도가 차 감소하는 사회  추세와 맛

과 양을 동시에 챙기면서 건강 유지와 인

의 고질병인 성인병 발병 원인 의 하나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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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해소를 한 건강식인 다이어트 메뉴( 지

방, 칼로리)와 채식주의 메뉴에 한 고객의 욕

구가 높아지고 있다. 퓨  스토랑 만이 고객에

게 제공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이어트 메뉴( 지

방, 칼로리)와 채식주의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매출의 증  기여도 향상과 지속

인 경  유지를 한 차별화된 메뉴 마  

략 즉, 고품질 략, 틈새시장 략, 마  신 

략, 가격 략 등에 하여 세부 인 략 수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운 자(외식업)는 10 와 20 를 겨냥한 

퓨  패스트푸드 메뉴에 한 고객 정보 인지도

와 매 진 활성화를 한 공격 인 진 마

 략 수립이 요구된다. 가장 효과 인 진 매

체는 마 터의 고객 방문, 직 우편(DM: direct mail-
ing), 텔 마 (Telemarketing), DB(data-base) 마

, 방송 매체 홍보, 인터넷을 통한 메뉴 마  

략, 구 에 의한 홍보, 재방문 유도, 신규 고객

창출, 기존 충성 고객 유지 등 10 와 20 의 큰 

소비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하여 세분화된 새

로운 마  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운 자(외식업)는 고객 만족 수 을 지속

으로 유지, 발 시키기 해 고객이 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음식의 맛에 하여 다양한 고객

의 기호에 맞는 타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새로

운 메뉴 개발 략이 요구된다. 신 메뉴 개발시 철

한 사  연구를 통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

에 한 조사  자료 수집과 무엇보다 메뉴의 트

랜드, 창의성, 시장성, 맛의 고려와 고객의 만족도

와 니즈(Needs)에 한 지속 인 메뉴 평가와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운 자(외식업)는 고객 만족 경 을 해 

객단가가 높은 퓨  메뉴에 한 (reasonable)
한 가격 책정에 한 다각 인 노력과 연구가 시

히 수립이 요구된다. 가격은 모든 마  믹스

와 략에 있어서 소비자의 최종 커뮤니 이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퓨  스토랑의 주 이용 고

객 연령층인 10 (20.7%)와 20 (44.7%)의 ․

가의 가격 를 선호하는 주 고객 집단을 표

시장으로 선정하여 이벤트, 쿠폰, 할인, 선물, 포
상 등과 같은 가격형 진 수단과 타 기업과의 제

휴를 통한 진의 활성화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새로운 가격 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퓨  메뉴의 품질 속성에 한 선행 

연구와 실증 연구을 심으로 퓨  메뉴의 품질

에 한 이론  계를 체계화하고 실증 연구 결

과 심으로 요도, 만족도, 인지도, 섭취 빈도에 

한 퓨  메뉴의 발  향상 방안과 세분화 된 마

 략을 제시하 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범 에서 부산, 경남 

지역으로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국 으로 일반화에는 한계 이 있다. 둘
째, 본 연구의 표본 추출에 있어서 부산, 경남 지

역 소재하는 퓨  스토랑 체를 상으로 표

본을 추출하지 못하고 무작 로 3개의 퓨  스

토랑에 한정되어 연구 수행하 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부산, 경남 모든 지역의 퓨  스토랑(외
식업)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 보다 범 하고 포 인 표본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퓨  메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

인 변수에 따라 성별, 연령별 만 연구 상으로 선

정 하 다. 넷째, 퓨  메뉴 연구 결과, 분석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이에 한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이용하여 퓨  스토랑(외
식업) 장에서 직  활용 가능한 실 인 조사, 
분석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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