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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esenting type of menu labels(regular/descriptive) 
and knowledge level(high/low) on the advertisement(Ad) comprehension, attitude toward the Ad, attitude 
toward the brand, purchase intentions. For that reasons, 157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or culinary arts were conveniently selected as sample for 2×2 factorial design. A final 
sample of 153 responses were deemed usable and then two-way ANOVA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senting types of menu 
labels and communication effects including the Ad comprehension, attitude toward the Ad, attitude toward 
the brand, purchase intentions. It can be known that descriptive menu labels showed higher communication 
effects than regular menu label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nowledge levels and 
communication effects including the Ad comprehension, attitude toward the Ad, and purchase intention but 
not in attitude toward the brand. It can be known that consumers with relatively high knowledge levels 
showed higher the Ad comprehension, attitude toward the Ad, purchase intention than consumers with low 
knowledge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data for more effective menu marketing and basic 
of further empirical study for effectiveness of menu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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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외식기업 환경이 변하고 소비자

들의 심과 취향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외식

기업들의 마  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경쟁사들보다 돋보이기 해서 더욱 효과 인 메

뉴를 제작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포화 상태에 있

는 시장 상황과 질 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메뉴들은 외식기업으로 하여  고나 가격 

략, 제품 배치와 같은 새롭고도 신 인 방법들

을 통합  마  커뮤니 이션의 도구로 사용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즉, 기업은 수많은 

경쟁 제품을 물리치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

게 하기 해 독창 인 고의 차별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을 최

한 마 과 고 략에 활용하는 것이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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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 2005). 
하나의 고물, 특히 인쇄 고물은 언어 요소

인 (카피)과 가격, 그림, 사진 등의 그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김철민 2006). 과 그림은 고 콘

셉트(concept), 고 제품의 편익이나 속성을 명확

하게 달할 수 있는 도구이다. 
스토랑 경 에서 언어 요소와 그림 요소로 이

루어진 인쇄 고물  하나는 메뉴이다. 외식산

업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메뉴의 

도 다변화되는 양상으로, 단순한 고객과의 커

뮤니 이션의 역할만이 아닌 마 의 도구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종신 2007). 즉, 메뉴

는 단순한 식료와 음료의 단순한 상품 리스트가 

아니라, 외식경 에 있어 리하여야 할 가장 

요한 리 상  하나이다. 따라서 최 한의 효

과를 기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그 안에 함축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Miller(1992)는 메뉴를 고

객이 읽는 스토랑의 유일한 고이며, 메뉴 카

피(menu copy)가 고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을 

따른다면, 고객의 메뉴 아이템 선택에 향을 미

칠 것이라고 하 다. 즉, 메뉴 카피의 구성 요소 

 메뉴 라벨은 가격과 함께 외식산업에서 고객

의 구매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 의 

하나이다(Parsa & Njite 2004). 그러므로 메뉴의 

제작  시행 시, 메뉴 마 터들은 표  소비자의 

특성 악을 통해 메뉴 카피의 구성 요소  메

뉴 라벨(menu labels)의 제시 유형을 선택함으로

써 메뉴에 한 반응을 극 화시키고 최종 구매

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은 소비자의 메뉴에 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소이며, 메뉴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메뉴 제작에 있어 한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뉴 카피의 구성 요

소  메뉴 라벨과 고학 분야의 고 효과 이

론에 한 선행 연구를 심으로 연구의 문제

과 제한 을 악하고,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첫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이 

소비자의 커뮤니 이션 효과인 고 이해도, 
고 태도, 랜드 태도, 구매 의도에 한 차이 정

도를 측정하고자 하 으며, 둘째, 메뉴 라벨의 제

시 유형 한 조  변수로써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차이 정도를 

악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한 실증  연구를 토 로 외식산업에서

의 장 용 가능한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학

문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  배경

1. 메뉴 라벨

인쇄 고 제작에 있어 언어 요소들은 목표 고

객의 호기심과 심을 끌게 하고, 욕구를 일으켜 

구매하도록 하는 설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언어 

요소의 표  략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하고

자 하는 메시지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 

고 제작의 심을 잡아주는 매우 요한 역할

을 한다(이성우 2003).
메뉴의 언어 요소의 종류에 해 Miller(1992)

는 음식 목록(a listing of the food), 음식의 설명(a 
description of the food), 스토랑의 역사나 그림 

등을 이용한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기 한 기

의 카피(institutional copy), 스토랑의 이름, 주

소, 치, 휴일 등을 포함하는 보일러 이트 

정보(boilerplate information)로 구분하 다. 한, 
Scanlon(1999)은 머천다이징 카피(merchandising 
copy), 엑센트 카피(accent copy), 서술  카피(de-
scriptive copy)의 3가지의 일반 인 메뉴 카피가 

메뉴 디자인을 한 마  도구로써 사용된다고 

하 다. 나정기(2002)는 헤딩(heading), 서술 인 

카피(descriptive copy), 추가 인  카피(supple-
mental merchandising copy)로 구성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에 사용된 언어  요소, 즉 

메뉴 카피의 종류  메뉴 라벨에 한 고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토랑 메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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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언어  요소에 한 부분의 연구는 

양 표시(nutritional labels)에 한 연구에 을 

두고 있다. Almanza(1997)의 연구에서는 조사 

상 스토랑의 1/3만이 메뉴에 양 표시를 사용

하고 있으며, 양 표시의 사용이 년간 매량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한, 양 표시의 장애물로써 많은 메뉴의 종류, 

한정되어 있는 메뉴의 공간, 메뉴 교체의 유연성 

결여, 종사원 교육의 어려움을 지 하 다. Yama-
moto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11살에서 18살을 

상으로 스토랑 메뉴의 칼로리 정보와 지방질

(fat) 정보의 유무에 따른 고객의 선택 행동에 

한 연구에서 칼로리와 지방질 정보의 제공에 따

라 부분의 응답자는 선택 행동을 변경하지 않

았으며, 스토랑의 수익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tan & Osborn(2006)은 미

국 내 287개의 체인 스토랑의 54%가 메뉴에 

양 표시를 하고 있으며, 스토랑 크기에 따른 

양 정보의 유용성은 통계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ootan & Osborn & Malloy 
(2006)은 패스트푸드 을 상으로 양 정보의 

제공에 해 조사한 결과, 체 메뉴의 59%가 

양 정보를 트 이 라이 (tray liners), 팜 렛(pam-
phlets), 포스터(posters)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Misra(2007)는 성별과 나이, 양

지식, 사  양 교육과 정 인 음식 라벨에 

한 태도가 메뉴의 양  문구를 읽는 행동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사  양 교육과 양 

지식은 메뉴에 한 태도를 매개하여 양  문

구를 읽는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스토랑 메뉴에 사용된 언어  요소  

메뉴 라벨에 한 연구로써 Wansink & Painter & 
Ittersum(2001, 2005)의 두 연구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서술  메뉴 라벨(descriptive menu labels)
의 사용은 외식산업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며, 일
반 인 메뉴 라벨(regular menu labels)의 사용보

다 27%의 매출이 증가하 고, 높은 품질 지각을 

나타내며, 스토랑  메뉴에 한 태도  재방

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ckyer(2006)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 메뉴 아이템 선택을 한 표

(wording)의 효과에 한 연구에서 ‘부드러운

(tender)’, ‘황 빛의(golden)’, ‘자연인(natural)’같
은 서술  단어(word)가 메뉴 아이템의 선택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 으며, 메뉴 디자

인에서 단어의 사용과 선택의 요성을 확인하

다. 그러나 국내의 메뉴 선택 속성에 한 선행 

연구에서 메뉴 라벨은 ‘요리에 한 설명’ 는 

‘메뉴의 설명  메뉴의 이름’으로 조사되어 고객

의 메뉴 선택에 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써 사

용되어 왔다(남외자․박헌진․정진우 2007; 김상

태․조용범 2007; 진양호․안치언 2005). 그러나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고객의 태도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메뉴의 언어 표   메뉴 라벨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양 표시, 원산

지 표기에 한 선행 연구와 Wansink et al.(2001)
의 연구에서는 메뉴의 언어  표 을 ‘label’으로 

사용하 으나, 최근의 Wansink et al.(2005)의 연구

에서는 ‘menu label’을 ‘menu name’으로 바꾸어 

사용하 다. 한, Lockyer(2006)의 연구에서는 

‘word’를 메뉴의 언어 요소로서 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 카피  메뉴 이름을 표 하

는 용어로써 양 표시(nutritional labels)에 한 

선행 연구와 Wansink et al.(2001)의 선행 연구를 

토 로 메뉴의 이름을 메뉴 라벨(menu labels)이
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2. 소비자 지식 수

소비자의 제품에 한 지식은 소비자 행동 연

구에서 자주 언 되는 변수의 하나로 소비자의 

제품선택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주요한 주제

의 하나이기도 하다.
Alba & Hutchinson(1987)은 소비자의 지식 수

은 제품에 한 친숙성과 문 지식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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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하 다. 이 때 친숙성은 제품과 련

된 축 된 경험의 수인 반면, 문 지식은 제품과 

련된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Park & Lessig(1983)은 서

로 다른 친숙성을 가진 소비자들은 형성된 스키

마도 서로 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제품 평가에 

있어서 다른 정보를 사용한다고 제안하 다. 
한, 친숙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속성에 해 더욱 

많은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 지식은 질  

는 양 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제안하 다. Ur-
bany & Bearden & Weilbaker(1988)는 제품에 

한 지식이 높은 소비자는 그 제품의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안들

과 련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 다. Selnes & 
Gronhaug(1986)는 기억에서 련 정보를 검색하

는 능력이 심자보다 문가가 뛰어남을 밝혔

으며, Maheswaran & Sternthal(1990)에 의하면 지

식 수 이 높은 소비자는 추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자체의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축하는 의미까지 유추해 낼 수 있으므로 

사  지식 수 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 처리를 하게 되므로 고 효과도 더 높다. 
Maheswaran & Sternthal & Gurhan(1996)은 사  

지식이 높은 사람의 경우, 고 메시지의 내용을 

자발 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한, 사  지식이 높은 사람의 제품에 한 

평가는 메시지의 유형과 그것의 노출 빈도에 의

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그들에 의하면, 제품에 한 지식 수 이 높

은 집단의 경우, 제품의 속성에 한 자세한 정보

가 담긴 메시지에 반복 노출되면 제품 평가에 있

어서 호의도가 증가하지만, 이 에 한 정보만 

담긴 메시지에 반복 노출되면 오히려 호의도가 

감소한다고 하 다. 황윤용과 나 진(2002)은 소

비자들이 제품과 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사  지식이 높을수록 제품에 한 평가를 보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 다. 최인정(2004)은 

제품에 한 사  지식이 상 으로 높은 소비

자는 사  지식이 낮은 소비자에 비해 속성 고

에 한 이해도가 더 높다고 하 다. 한, 제품

에 한 사  지식이 상 으로 낮은 소비자는 

혜택 고에 노출되었을 때 고에 한 이해도

가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

에 따른 메뉴의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연구

에 있어 커뮤니 이션 효과를 결정짓는 요한 

변수로 소비자의 지식 수 을 고려하 다.

3. 커뮤니 이션 효과

고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들의 

이 마  과 커뮤니 이션  두 가지

로 나 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고의 목 을 단

순한 정보의 달이 아니라, 상품 는 서비스의 

진이나 매를 고의 궁극 인 목표로 보는 

것이 마  시각이고, 고를 일종의 설득 커

뮤니 이션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

키기 한 달과 설득의 일환으로 규명하는 것

이 커뮤니 이션 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정 

2004). 이와 같이 고는 제품의 편익을 알리고, 
제품에 한 소비자 태도나 구매 의도를 우호

으로 바꾸어 궁극 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친다(박재옥․이경훈․이애니 2007).
이러한 고의 효과에 한 연구는 고가 소

비자의 어떤 반응을 유발하면서 어떻게 발생하는

가 하는 과정, 즉 소비자 마음 속에 하나의 랜

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주로 다루는 고 커

뮤니 이션 효과에 한정하여 이를 통해 매고를 

측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김정  

2003). 통 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 효과 측

정 척도는 고 태도, 랜드 태도, 구매 의도 등

이며, 이를 커뮤니 이션 효과라고 부른다(Olson, 
Toy and Dover 1982). 고의 커뮤니 이션 효과

는 1960년   발표된 이후 고 효과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계  효과 모

델(hierarchy of effect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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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효과 모델은 소비자가 고를 통하여 마

침내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단계를 거

친다는 것으로 고의 효과를 조사하는데 좋은 

틀을 제공한다. 고에 의한 효과는 매출액의 변

화량으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매출 결과는 여

러 가지 외부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

만으로는 고 효과를 정확히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단계 

는 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궁극 인 기 이 되어

야 한다(이성춘 2007). 
고가 가지는 커뮤니 이션 효과는 크게 

고에 한 주의 효과나 이해효과를 포함하는 인

지 단계(cognition) 효과, 태도 효과를 포함하는 

정서 단계(affection) 효과, 구매 의도 효과를 포함

하는 행동 단계(action) 효과의 3가지로 나  수 

있다(오두범 1998). 인지 단계 효과에서는 소비

자는 고되는 제품에 한 주의를 집 시킨 다

음, 제품의 존재, 명칭, 성분 등에 해서 인지한 

후, 그 정보에 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해 과정

에서는 이미 기억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의 내용 요소들을 해석하게 되며, 
체로서 그 의미를 악하게 된다. 결국 이해란 소

비자가 그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려는 지를 알아

차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정 2004). 제
품에 한 태도는 일 성 있게 호의  는 비호

의 으로 제품을 평가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며, 제품에 한 태도는 랜드에 한 태도  

고에 한 태도와 한 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정만수․유종숙․조삼섭 2007). 고

를 통한 제품에 한 구매 의도라 함은 특정의 

제품이 고되는 것을 보고 구매하고 느끼는 정

도를 말하며(임종근 2003), 태도의 행동  요소

에 속한다. 
김정 (2003)의 연구에서는 목표 소비자에게 

잘 어필하면서 효과 으로 랜드 가치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고 제작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고 제작 시 제품 속성과 목표 

소비자 특성에 합한 보다 효과 인 고를 제작

하는데 시사 을 제공하 다. 윤일기(2004)는 세 

가지의 비교 고 메시지 유형과 제품 여도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독립변

수의 향력이 다소 유사한 패턴을 보 으며, 유
의 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메뉴가 스토랑과 고객을 연결

하는 화의 고리이며, 커뮤니 이션 도구, 마
 도구로써 고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메뉴의 

구성 요소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한 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고 메시지

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측정하기 한 지표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

이션 효과, 즉 고의 이해도, 고에 한 태

도,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도 4가지를 종속 

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실험 제품의 선정과 고물의 제작

본 연구의 목 은 메뉴 라벨(menu labels)의 제

시 유형과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실험설

계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인쇄 고물을 제작하

으며, 인쇄된 메뉴는〈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

다. 첫 번째 인쇄된 고물은 일반 인 메뉴 라벨

(regular menu labels)을 나열하 고, 두 번째 인쇄

된 고물에는 서술 인 메뉴 라벨(descriptive menu 
labels)을 사용하 다. 인쇄된 메뉴의 선정은 Wan-
sink & Painter & Ittersum(2001)의 연구에서 제시

한 4개 유형의 서술  메뉴 라벨  피험자가 친

숙하다고 생각되는 지리  라벨(geographic labels: 
Southwestern Chicken Salad), 정서  라벨(affec-
tive labels: Classic Old World Italian Pasta), 랜

드 라벨(brand labels: Jack Daniels BBQ ribs)을 

사용하여 메뉴를 제작하 으며, 능  라벨(sensory 
labels)은 인쇄 고물에서 제외하 다. 이는 국

내 외식업체의 메뉴에서 능  표 의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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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메뉴.

메뉴 라벨이 아닌 메뉴 라벨에 한 설명으로써 

사용된다고 사료되며, 인쇄 고물에 인쇄된 메

뉴의 수에 따라 고객의 메뉴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나정기 2002). 한, 엄은경과 

박경곤(2007)의 연구에 의하면 고객의 메뉴 선택

은 가격과 아이템에 한 고객의 가치 단이 상

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선택 행동이므로 메뉴는 

고객의 최종 선택은 독립 인 요인보다는 복합

이고 다양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

하고자 메뉴의 가격  음식 이미지 등과 같은 외

생  요인은 실험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기 하여 인쇄 고물에 제시하지 않았다. 

2. 실험 설계  분석 방법

실험 참가자는 본 연구에 한 지  능력이 높

고, 고를 통한 일정한 구매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단되는 충청북도에 치한 학에서 외식  

조리 련 공자를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실험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당월 12일까

지 약 2주간 정규 강의시간에 실시하 다. 먼  

연구자가 설문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표  방법을 달리한 메뉴 

라벨에 한 실험 고물이 삽입된 설문지를 받

은 다음, 설문지의 첫 쪽에 있는 실험 고물을 

약 2분 정도 보도록 하 다. 그리고 그 다음 종속

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지식 수 을 측정하

는 척도와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문항을 작

성자로 하여  직  작성하는 자기기입법을 실시

하 다. 이와 같이 가상의 구매상황의 설정은 실

제 구매상황에서의 그날의 기분 는 추천 등에 

의해 종속변수인 태도  구매 의도에 향을 미

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설문지 완성에 총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157부를 

배포하여 회수하 고, 회수된 설문지  응답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4
부를 제외한 총 153부의 설문지가 연구 목 의 통

계자료로 사용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성별의 경

우, 남자 103명(67.3%), 여자 50명(32.7%)으로 나

타났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이 67명(43.8%), 2
학년이 46명(30.1%), 3학년 24명(15.7%), 4학년 

16명(10.5%)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 으며, 피험

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고자 기술통

계를 실시하 으며,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

증을 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하 으며, 
피험자들을 지식 수 에 따라 분류하기 해 군집

<표 1> 실험 설계

메뉴 라벨 지식 수 Group

일반  라벨

(Regular labels)
낮은 지식 수 Group 1

높은 지식 수 Group 2

서술  라벨

(Descriptive labels)
낮은 지식 수 Group 3

높은 지식 수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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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사용하 다. 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독

립표본 t-test와 이변량 분산분석(ANOVA)을 사

용하 다. 

3. 가설 설정

소비자가 고를 보고 고된 제품에 한 태

도 변화에 이르기 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

고 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견해를 보인

다. 
이러한 소비자의 고에 한 태도 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의 하나가 고의 유형

이다. 즉, 고 유형은 소비자의 제품과 고에 

한 태도 변화  구매 의도 강화에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소이다(고은주․목보경 2002). 
한, 소비자의 지식 수 은 제품에 한 고 메시

지를 했을 때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

는 데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식의 양 는 처

리 수 에서의 지식의 활성화 수 은 새롭게 제

시된 정보를 회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가시킨

다. 특히 제품 정보를 회상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과 한 련

이 있다. 따라서 지식 수 은 소비자가 제품의 속

성을 이해할 때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에 해 지각하는 상 인 이 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최낙환․황윤용 1998; 최인

정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이

론  근거를 바탕으로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의 차이 정도를 분석하고 

조  변수로서 소비자 지식 수 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해〈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일반  vs 서술

)에 따라 커뮤니 이션 효과에 차이를 보일 것

이다.
가설 2: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일반  vs 서술

<그림 2> 연구 모형.

)과 소비자의 지식 수 (낮은 지식 수  vs 높
은 지식 수 )에 따라 커뮤니 이션 효과에 차이

를 보일 것이다.

4. 측정치의 조작  정의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메뉴 상품의 구성 요소  소비자의 

선택 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소비자

의 구매 의사 결정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피험자의 커뮤니 이션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고에 한 이해도, 고에 한 

태도, 랜드에 한 태도, 구매 의도 등 총 네 개

의 종속변수로 제한하 다.

1) 소비자의 지식 수

소비자의 지식 수 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정보의 양으로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가 제품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으로 제품에 한 친숙성과 문 지식

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Alba & Hutchin-
son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

여 김은정(2001), 신윤철(2005)의 연구에서 제시

한 주  지식에 한 7개의 리커트 5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 다. 7개 항목은 ‘제시된 메뉴 

상품을 먹은 경험이 있다.’, ‘제시된 메뉴와 련

된 신문, 잡지 등 고를 많이 해 보았다.’, ‘제
시된 메뉴 상품을 이용할 때 다른 메뉴 상품과 

비교할 요한 상품 특성에 한 귀하의 지식정

도는 높다.’, ‘제시된 메뉴 상품의 가격에 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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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 ‘제시된 메뉴 상품을 매하는 스

토랑을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먹

을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제
시된 메뉴 상품 구매 시 나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 등이다. 

2) 고의 이해도

고의 이해도는 고 수용자가 고가 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표 의 의미를 얼마나 이

해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이은수 2005). 
고 이해도 측정 항목은 Moreau & Donald & 

Arthur(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변

형하여 사용한 최인정(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 측정항목은 3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여 실험에 이용하 다. 3문항은 ‘이 메뉴의 특징

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메뉴가 어떻

게 만들어 지는지 알게 되었다.’, ‘이 메뉴의 장단

을 알게 되었다.’ 등이다. 

3) 고에 한 태도

고에 한 태도는 고자극에 호의 /비호

의 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Holbrook 
& Batra 1987). 그것은 고에 한 피험자들의 

신념을 평가하기 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메뉴 자체를 스토랑의 매 에서의 고

객에 한 고로써 소비자의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 섭(2003)의 연구를 토 로 

5문항으로 구성된 5  의미변별척도를 피험자들

에게 평가하게 하 다. 5문항은 ‘좋다./나쁘다.’, 
호감이 간다./호감이 안 간다.’, ‘취향이 맞다./취향

에 안 맞다.’, ‘새롭다./새롭지 않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등이다. 

4) 랜드에 한 태도

고의 요한 목  의 하나는 고하는 

랜드에 해 좋은 태도를 갖게 하거나, 기존의 태

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 유지시키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Holbrook & Batra 1987). 실험이 

실시되는 동안 제시된 메뉴에 의해 소비자의 

랜드에 한 태도를 평가하 다.
랜드에 한 태도는 김재 ․김창경(2001), 

최 섭(2003), 임종근(2003)의 연구에서 사용하

던 양극형용사 으로 구성된 6개 문항의 의미변

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6개 문항은 ‘유
용한/유용하지 않은’, ‘가치 있는/가치 없는’, ‘이
로운/해로운’, ‘즐거운/불쾌한’, ‘참신한/ 속한’, ‘동
의하는/동의하지 않는’이었다.

5) 구매 의도

구매 의도는 장차 그 상표를 살 가능성에 한 

주 인 평가로 정의되며, 부분의 연구에서 

최종 인 지표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구매 의도는 이상빈과 오병수의 연구(1999), 진

홍근(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세 개의 

5  양극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살 것 같다./살 것 같지 

않다.’, ‘살 가능성이 있다./살 가능성이 없다.’, 
‘확실히 살 것이다./확실히 사지 않을 것이다.’ 등
이다. 

Ⅳ. 분석결과

1. 타당성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도구

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

다. 서술  메뉴 라벨과 일반  메뉴 라벨에 한 

설문 데이터를 코딩 후 데이터 분할 기능을 이용

하여 측정도구가 지닌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기 해 Cronbach's alpha의 값과 요인 분석을 실

시하 다. Cronbach's alpha의 값은〈표 2〉에 제

시된 것처럼 모든 요인이 0.6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

다. 한, 요인 분석 기법은 각 요인별로 베리맥스

(varimax) 직각회 에 의한 주성분 분석방법(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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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 분석  신뢰성 검증 결과

요인 내용

요인 재치

고 이해도 고 태도 랜드 태도 구매 의도 지식 수

일반

라벨

서술

라벨

일반

라벨

서술

라벨

일반

라벨

서술

라벨

일반

라벨

서술

라벨

일반

라벨

서술

라벨

메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0.852 0.753

이 메뉴의 장단 을 알게 되었다. 0.763 0.777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0.739 0.860

호감이 간다./호감이 안 간다. 0.862 0.862

새롭다/새롭지 않다. 0.715 0.544

취향이 맞다/취향에 안 맞다. 0.663 0.565

유용하다/유용하지 않다. 0.645 0.746

좋다/나쁘다. 0.634 0.835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0.811 0.710

참신한/ 속한 0.803 0.647

이로운/해로운 0.758 0.776

가치 있는/가치 없는 0.677 0.713

즐거운/불쾌한 0.673 0.712

유용한/유용하지 않은 0.632 0.710

살 것 같다/살 것 같지 않다. 0.881 0.841

확실히 살 것이다/않을 것이다. 0.833 0.736

살 가능성이 있다/없다. 0.808 0.865

매 음식 에 해 잘 알고 있다. 0.928 0.895

메뉴의 가격에 해 잘 알고 있다. 0.923 0.864

가격을 주변 사람에게 말해 다. 0.823 0.869

메뉴를 먹은 경험이 있다. 0.771 0.783

지식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0.766 0.815

나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 0.743 0.845

메뉴의 고를 많이 한다. 0.654 0.594

아이겐 값  1.855  1.91  2.51  2.61  3.19  3.04  2.12  1.996  4.551  4.647

 총 분산 61.82 63.67 50.25 52.23 53.11 50.73 70.78 66.54 65.02 66.39

Cronbach`s alpha  0.691  0.714  0.748  0.756  0.818  0.804  0.793  0.744  0.903  0.902

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 
5개 요인의 요인 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총 분산은 50% 이상으로 나타났

다.

2. 군집분석 결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다수의 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 로 유사한 상들끼

리 그룹핑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되며, 각 그룹을 군

집(cluster)이라 부른다. 군집의 추출방식  비 계

층  군집화는 계층  군집화와는 달리 군집의 

수가 한 개씩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 에 정해

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상들이 군집들에 할당

되는 것이다(이학식․임지훈 2006). 비 계층  군

집화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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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리 이용되는 K-평균법을 사용하 다. 
〈표 3〉은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군집을 

분류하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

분석을 통해 74명의 지식 수 이 높은 집단과 79
명의 지식 수 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 으며, 
각 집단 별 측정문항에 한 평균을 제시하 다.

3. 가설검증 결과

1) 가설 1의 검증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커뮤

니 이션 효과에 한 독립표본 t-test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커뮤니 이션 효과  고 이해

도에 한 분석 결과, 서술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3.68, SD=0.58)가 일반  라벨을 사용한 

<표 3> 군집분석 결과

측정 항목

군집

1. 지식 수 이 

높은 집단

2. 지식 수 이 

낮은 집단

제시된 메뉴 상품을 먹은 경험이 있다. 4.07 2.18

제시된 메뉴 상품과 련된 신문, 잡지 등 고를 많이 해 보았다. 3.80 1.85

제시된 메뉴 상품을 때 다른 메뉴 상품과 비교할 특성에 한 지식이 높다. 3.41 2.19

제시된 메뉴 상품의 가격에 해 잘 알고 있다. 3.68 2.15

제시된 메뉴 상품을 매하는 스토랑을 잘 알고 있다. 3.72 1.80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3.18 2.03

제시된 메뉴 상품 구매 시 나의 지식을 신뢰할 수 있다. 3.51 2.27

n      74      79

<표 4>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독립표본 t-test

종속변수 메뉴 라벨 제시 유형 평균 표 편차 t

고 이해도
일반  라벨(78) 3.37 0.51

－3.541**
서술  라벨(75) 3.68 0.57

고에 한 태도
일반  라벨(78) 3.44 0.55

－3.279**
서술  라벨(75) 3.74 0.58

랜드에 한 태도
일반  라벨(78) 3.56 0.47

－8.942*
서술  라벨(75) 4.24 0.47

구매 의도
일반  라벨(78) 3.28 0.72

－6.976*
서술  라벨(75) 4.02 0.58

*p<0.000, **p<0.001.

경우(M=3.37, SD=0.51)보다 통계 으로 높게 나

타났다(t=－3.541). 고에 한 태도에 한 분

석 결과, 서술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3.74, 
SD=0.58)가 일반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 
3.44, SD=0.55)보다 통계 으로 높게 나타났다(t=
－3.279). 랜드에 한 태도에 한 분석 결과, 
서술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4.24, SD=0.47)
가 일반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3.56, SD= 
0.47)보다 통계 으로 높게 나타났다(t=8.942). 구
매 의도에 한 분석 결과, 서술  메뉴 라벨을 

사용한 경우(M=4.02, SD=0.58)가 일반  메뉴 라

벨을 사용한 경우(M=3.28, SD=0.72)보다 통계

으로 높게 나타났다(t=6.976).

2) 가설 2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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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차이를 측정

한 결과는〈표 5〉에서 제시하 다. 한, 이에 

한 통계  검증을 해 실시한 이변량 분산분석

의 결과를〈표 6〉과〈그림 3〉에 제시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고 이해도에 한 주 효과는〈표 3〉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7.042, 
p=0.000). 소비자의 지식 수 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6.483, p<0.012). 즉, 지

식 수 이 높은 소비자(M=3.59, SD=0.61)가 지식 
수 이 낮은 소비자(M=3.34, SD=0.50)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고의 이해도를 나타냈

<표 5>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 지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 

종속변수 메뉴 라벨 지식 수 (n) 평균(표 편차) t(p)

고 이해도

일반  라벨

(Regular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33) 3.34(0.51)

0.358(0.721)
높은 지식 수 (45) 3.39(0.51)

서술  라벨

(Descriptive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46) 3.52(0.49)

3.115(0.003)
높은 지식 수 (29) 3.92(0.62)

합계
낮은 지식 수 (79) 3.34(0.50)

높은 지식 수 (74) 3.59(0.61)

고에 한

태도

일반  라벨

(Regular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33) 3.82(0.52)

－6.654(0.000)
높은 지식 수 (45) 3.16(0.37)

서술  라벨

(Descriptive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46) 3.57(0.44)

3.153(0.003)
높은 지식 수 (29) 4.01(0.68)

합계
낮은 지식 수 (79) 3.67(0.49)

높은 지식 수 (74) 3.49(0.66)

랜드에 한 

태도

일반  라벨

(Regular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33) 3.49(0.31)

1.182(0.241)
높은 지식 수 (45) 3.61(0.56)

서술  라벨

(Descriptive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46) 4.25(0.45)

－0.230(0.819)
높은 지식 수 (29) 4.22(0.51)

합계
낮은 지식 수 (79) 3.93(0.55)

높은 지식 수 (74) 3.85(0.62)

구매 의도

일반  라벨

(Regular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33) 3.46(0.91)

－1.842(0.072)
높은 지식 수 (45) 3.14(0.52)

서술  라벨

(Descriptive menu labels)
낮은 지식 수 (46) 3.88(0.55)

2.626(0.011)
높은 지식 수 (29) 4.23(0.56)

합계
낮은 지식 수 (79) 3.71(0.75)

높은 지식 수 (74) 3.57(0.76)

다. 한, 고의 이해도에 한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 지식 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54, p= 
0.041). 즉,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은 소비자의 지

식 수 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도에 차이를 보이

며, 서술  메뉴 라벨의 경우에는 지식 수 이 높

은 소비자의 고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으나(M= 
3.92, SD=0.62), 일반  메뉴 라벨의 경우에는 지

식 수 에 따른 고의 이해도에 통계 으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고에 한 태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

에 한 주 효과는〈표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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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변량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변량원 F(p) R2

고 이해도

메뉴 라벨 제시 유형 17.042(0.000)

0.137지식 수 6.483(0.012)

메뉴 라벨 제시 유형×지식 수 4.254(0.041)

고에 한 태도

메뉴 라벨 제시 유형 13.549(0.000)

0.300지식 수 1.828(0.178)

메뉴 라벨 제시 유형×지식 수 47.103(0.000)

랜드에 한 태도

메뉴 라벨 제시 유형 77.905(0.000)

0.352지식 수 0.345(0.558)

메뉴 라벨 제시 유형×지식 수 0.845(0.360)

구매 의도

메뉴 라벨 제시 유형 51.257(0.000)

0.292지식 수 0.011(0.917)

메뉴 라벨 제시 유형×지식 수 10.103(0.002)

   

   

<그림 3> 이변량 분산분석 결과에 한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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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549, p=0.000). 
그러나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고에 한 

태도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828, p=0.178). 한, 고

에 한 태도에 한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 지식 수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47.103, p<0.000). 즉,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은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서술  메뉴 라벨의 경우 지식 수

이 높은 소비자의 고에 한 태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M=4.01, SD=0.68), 일반  메뉴 라벨의 

경우 지식 수 이 낮은 소비자의 고에 한 태

도가 높게 나타났다(M=3.82, SD=0.52).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랜드에 한 

태도에 한 주 효과는〈표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F=77.905, p=0.000).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랜드에 한 태도

의 주 효과와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 

지식 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구매 의도의 주 

효과는〈표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F=51.257, p=0.000).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의도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011, p=0.917). 
한, 구매 의도에 한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 지식 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0.103, p=0.002). 
즉,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은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서술  메뉴 라벨의 경우 

지식 수 이 높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M=4.23, SD=0.56), 일반  메뉴 라벨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Ⅴ. 결과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토랑 경 에 있어 가장 핵

심 인 요소인 메뉴의 구성 요소 의 하나인 메

뉴 라벨(menu labels)의 제시 유형의 필요성을 

악하는데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메뉴 라벨과 

고 커뮤니 이션에 한 선행 연구를 심으로 

연구의 문제 과 제한 을 악하고, 이를 통해 

첫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고 이해도, 고에 한 태도, 랜드에 한 태

도, 구매 의도 등의 커뮤니 이션 효과에 한 차

이를 측정하 으며, 둘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

에 한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

션 효과에 한 차이 정도를 악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메뉴 라벨(descriptive menu la-

bels)이 일반  메뉴 라벨(regular menu labels)보
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고의 이해도, 
고에 한 태도, 랜드에 한 태도, 구매 의도

를 나타냈다. 둘째, 소비자의 지식 수 의 경우, 
소비자의 지식 수 이 높은 경우에 제시된 메뉴

에 한 이해도, 고에 한 태도, 구매 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랜드에 한 태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은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라 소비자의 커뮤니 이

션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서술  메뉴 라벨의 경우에는 

지식 수 이 높은 소비자가 고에 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있어 지식 수 이 낮은 소비자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 이해도와 랜드에 

한 태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일반  메뉴 라벨을 경우에는 지식 

수 이 낮은 소비자가 고에 한 태도가 지식 

수 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술  메뉴 라벨의 사용이 일반  메뉴 

라벨의 보다 높은 매량을 나타내며, 스토랑 

 메뉴에 한 태도  재방문 의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Wansink & Painter & Ittersum(2001)
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지식 수 이 높은 소비자가 잘 발달된 개념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품 정보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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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Bettman & Sujan(1987)
의 연구와 제품에 한 지식 수 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제품의 속성에 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메

시지에 반복 노출되면 제품 평가에 있어서 호의

도가 증가한다는 Maheswaran & Sternthal & Gurhan 
(1996)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 으로 메뉴를 계획

하고자 하는 외식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며,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한 략과 목표 소비자 집단의 성향에 따른 

략 개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한 

마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랑 경 에서 메뉴의 고 효과를 

높이기 한 요 요소 의 하나는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에 있어 서술  메뉴 라벨의 사

용이 효과 일 것이다. 이는 외식산업의 성숙화

에 따른 기술 차별화  제품 차별화의 어려움 

속에서 랜드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이다. 이를 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 던 지리

 메뉴 라벨, 능  메뉴 라벨, 감정  메뉴 라

벨, 랜드 메뉴 라벨을 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서술  메뉴 라벨에서 제시

된 내용과 고객에게 실제 으로 제공될 재료, 생
산지 등에 한 표 의 진실성이 요구된다. 

둘째, 메뉴에 한 소비자의 지식 수 은 소비

자의 메뉴 구매 결정 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른 목표 시장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목표 시장을 세분화할 경우, 
메뉴에 한 소비자의 지식 수 에 따라 각각 다

른 커뮤니 이션 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즉, 소
비자의 메뉴 라벨에 한 지식 수 이 높을수록 
메뉴에서 제시하는 제품 정보의 의미를 잘 이해

할 수 있고, 지식 수 이 상 으로 낮은 소비자

에 비해 메뉴에 한 평가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과 인 목표를 달성

하기 해서는 메뉴의 정보에 심이 많고, 특정 

메뉴의 기능이나 특성에 주목하여 메뉴를 구입하

는 이른바 ‘마니아’ 계층에게는 로모션 메뉴 

는 스페셜 메뉴 등의 혜택을 강조한 서술  메

뉴 라벨을 히 사용하여 메뉴에 한 소비자

의 태도  구매 의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낮은 지식 수 의 소비자는 서술  메뉴 

라벨에 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메뉴상의 내

용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하여 

고객의 언어로 간단명료하게 차별화되는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달할 수 있는 메뉴 라벨을 사용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메뉴 라벨의 제시 유형과 소비자의 지

식 수 에 따른 커뮤니 이션 효과를 분석함으로

서 메뉴 라벨의 연구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계 은 외국 메뉴를 이용하여 실험자극물을 제작

하 으며, 실제 구매상황이 아닌 가상의 구매상

황에서 연령과 계층이 다양하지 못한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소비자의 개인  변수  지

식 수 만을 측정하여 조  효과를 분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한 식육원사지표시제도 시행  메뉴의 양  

가치를 근거로 소비자가 합리 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외식업체의 양 표시제도가 

단계 으로 실시될 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의 메뉴 선택에 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최

소화한 스토랑 내의 실제 구매상황에서 소비자

의 여도, 라이 스타일 등 다양한 에서 개

인 인 차이를 반 한 지리 (원산지) 메뉴 라벨, 
양  메뉴 라벨 등에 한 체계 이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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