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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define people's attitudes about well-being trend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by a systematic research on diners' perspectives about LOHAS and menu-selecting 
behavior since well-being trend has been a main interest of the media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Also, this study has focused on understanding customers' menu-selecting behavior through a customer 
interest survey and on customers' interests and verifying factors for healthy food inclination and satis-
faction level to give basic information and marketing suggestions for healthful menu. SPSS 12.0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and χ2-test was carried to make clear the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well-being trend LOHA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polled. Factor analysis was 
done to menu-selecting behavior. Differences between sampling menu-selecting factors and general cha-
racteristics(t-test & ANOVA) were inspec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health inclin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as also conducted. According to the survey, customers' well-being menu selecting 
behavior showed highly in married women, relatively older people, those with higher general income 
and higher educatio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enu-selecting behavior influenced customers' 
inclination toward health and satisfaction level. Therefore, the food service industry should target those 
groups and improve its promotional communication strategy with proper menu development and an 
improve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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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웰빙(well-being)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 간주되며, 사전

적 의미로 행복과 안녕을 뜻하지만(김영한․임희

정 2004), 과거 몇 년간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웰

빙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음

의 평안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태도와

라이프스타일을 가르치는 총체적인 단어이다(김
민정․김병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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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acka(1989)는삶의질로, Anspaugh & Hanmrick 
(1991)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화 시키려는 태도

와 행위로 정의했으며, Lee & Jang(1999)은 건강

과 관련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여러 학자

들 간의 일치된 개념의 정립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웰빙의 개념은 새로운 삶의 스타

일이나 생활방식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확장된 개

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동진(2007)은
최근의 웰빙을 행복, 삶의 만족, 질병 없는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여 포괄성을 강

조하였고, Kim & Kim(2005)는 자신과 가족의 건

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소비 니즈(needs)로서

웰빙은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이며, 이에 새로운 비

즈니스의 영역으로 새롭게 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그런 가능성에 관심을 둔 기업 마케터

들 사이에 회자되는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로하스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
다. 로하스는 2000년 미국의 내추럴 마케팅 연구

소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건강과 지속적인 성

장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며, 최근

기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단위의 웰

빙을 추구하는 정신적, 정서적 라이프스타일이 강

조되는 특징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Kwon 
et al. 2006).

최근 들어 국내 식품 및 외식 사업 분야에서도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일반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이 2～4
배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

구하고 아직 대중화의 속도는 느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웰빙과 관련된 로하

스는 어느 사업 분야에서나 제품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과 관심은 건강하게 잘 먹

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외식시

장에서 건강 메뉴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웰빙의 연구가 2000

년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

만 상대적으로 로하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며, 웰빙과 로하스는 2002년 이후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왔지만, 그 확산 배

경에는 우리의 시장 환경이 성숙기 시장으로 포

화된 시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기

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조장된 측면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Lee 2004). 또, 정보의 양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소비자의 정보를 만족시

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

지고 있으며, 방송매체의 정보 제공조차도 과학

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

가 많았다(Yoo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피

설문자의 대상과레스토랑등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외식 소비자들의 웰빙 및 로하스에 대한 인

식 및 관심도를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메뉴

선택 행동이 건강 메뉴지향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밝혀, 웰빙 및 로하스 메뉴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와 마케팅의 관리적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웰빙(Well being)과 로하스(LOHAS)

최근까지 웰빙에 관한 연구로서, Myung et al. 
(2007)은 대학생들의 외식에 대한 의식과 생활습

관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생활습관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식생활과 운동에 대한 광범

위한 교육의필요, 인터넷을 통한 웰빙 및 생활습

관에 대한올바른정보 제공을 위한컨텐츠와 교

육프로그램개발을역설하였으며, Kim et al.(2006)
은 충북지역 대학생의 웰빙 태도와 웰빙 상품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를 통해 웰빙 트렌드가 소비

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웰빙 트랜드 로하스(LOHAS)에 관한 외식 소비자의 인식 차이가 메뉴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309

전략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생활문화인 웰빙에

대한 무게 있는 필요성의 인식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로하스 지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뉴

선택속성을 규명하여, 기호도에 따른 마케팅 전

략을 제시한 바 있다(Kwon et al. 2006).  
또한 웰빙은패션, 푸드, 체조, 주택, 잡지 등 우

리나라 산업사회 전반에걸쳐마케팅의 중심어가

되고 있으며(Cho et al. 2006), 항상 새로운 제품으

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는 기업의 입장

에서 소비자의 이런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받아들

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마케팅 핵심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Park 2006). 웰
빙 트렌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로하스는

1990년대말부터 웰빙 트렌드에서발전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우리의 웰빙 소비

자처럼 로하스 소비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웰빙과 로하스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웰빙이 ‘자신과 가족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자’라면 로하스는 ‘자신과 가족 그

리고 미래의 후손까지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가

능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로하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Kwon 

et al.(2006)은 일반 소비자의 로하스 지수와 라이

프스타일이 웰빙 메뉴 선택에 미치는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따른일반 소비자의 라이

프스타일 유형과 로하스 지수는 부분적으로 차이

를 보여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선택하는데차이와

영향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 Joo et al.(2008)는 소비자의 가치가 로하스

지향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LOHAS 관련 가치의 하위요인(개인 가치, 소비지

향 가치, 헤도닉가치)은 로하스 지향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Seo & Joo(2008)
의 연구에서는 로하스의 이미지가 관여도와 고객

만족, 충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Lee et al.(2008)은 패스트푸드점의

로하스 이미지와 고객 만족은 재방문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과 로하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

들은 자신의 전공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웰빙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로하스를 포괄적으로 정의

하였다고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연구에 초점과 맞추어 로하스를

포함한 웰빙을 “외식 소비자들이 음식과 관련하

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소

비자 행동”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메뉴 선택 행동

메뉴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라 하면 소비자가

어떤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의 기억으로

부터 회상이나 심리적인 욕구 등의 의사 결정을

통해 선택대안으로부터현재의 대안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라할수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에 의

해 밝혀진 소비자의 메뉴 선택행동은 고객이 메

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므로 메뉴 선택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성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국외의 연구로 메뉴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고객이 음식에 대한 습관과 선호를 들고 있는데, 
특정 음식에 대한 습관과 선호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

어 특정 음식에 대해 선호, 습관 그리고 수용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Nenemenier(1984)는
고객, 제공될 아이템의 질, 원가 등을 메뉴 기획

과정에서 메뉴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

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고객의 관점에서 선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처럼 메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의 선택

또는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모형들이 개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밝힌 선행 연구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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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웰빙 트렌드 로하스에 관한 외식 소비자의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여, 이러한 메뉴 선

택 행동이 건강 메뉴지향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2009년 1월 10일부터 2009년 1월 25일에걸

쳐 실시되었으며,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

를 응답자가 직접 설문에 응하는 자가기입법 형

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

여 24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8.8%), 연구에

부적합한 34부를 제외한 총 213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

항,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인식, 외식 행동 특성, 
메뉴 선택행동, 웰빙 메뉴가 건강에 미치는 정도

및 만족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웰빙과 로하스

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항목은 총 4문항으로 ‘웰
빙과 로하스에 대한 의견및 생각’, ‘정보습득방

법’, ‘웰빙 식품 구매 시 고려 점’, ‘웰빙 식생활 지

향 시 문제점’ 등을 Jeon(2005)와 Kim & Kim(2005)
의 연구를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소비자의 외식

행동에 관련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외식 빈도’, 
‘주당외식비용’, ‘외식시고려기준’, ‘외식시동

행인’, ‘이용 목적’, ‘즐겨 찾는 음식점’ 등을 Jeon 
(2005)의 연구를참조하였다. 메뉴 선택행동에 대

한 문항은 ‘유기농 저농약에 포함된 메뉴 선택’, 
‘국산 농산물로 만든 메뉴 선택’, ‘잡곡류가 들어

있는 메뉴 선택’, ‘저칼로리 메뉴의 선택’, ‘채소류

메뉴의섭취’, ‘해산물 메뉴의섭취’, ‘두유나 우유

의섭취’, ‘과일의섭취’, ‘버섯류의섭취’, ‘과실음

료의섭취’, ‘기능성 식품의섭취’, ‘생식이나 선식

의 선호’, ‘직접 조리의 선호’, ‘기름 사용을 최소

화한 메뉴 선호’, ‘당분 사용을 최소화 하는 메뉴

선호’, ‘염분 사용을 최소한 메뉴 선호’, ‘화학조미

료를 최소화한 메뉴 선호’ ‘과식 및폭식을 제한’, 
‘규칙적인 식사’, ‘여유 있는 식사’, ‘건강 메뉴 선

택’, ‘꾸준한 운동’ 등의 22문항에 대하여 Choi et 
al.(2006), Jun(2004), Lee & Um(2004)의 연구를참

조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과 외식 행동 특성은빈도(N)와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인식에 관한 차이를알아보기 위해 χ2-검정

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메뉴 선택 행

동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에 사용된 요인모형(Factor model)은 주성

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며, 직각회

전(Varimax)으로 요인회전(Factor rotation)을 시켜

Eigen value 1.0 이상인 3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추출된

메뉴 선택요인과 일반적인 특성과의 차이(t-test & 
ANOVA)를 검정하였고, 건강지향도과 만족도와

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83명
(39%)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130명(61%)으로 나

타나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혼(58.7%)이 기

혼(41.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의 분포

는 20대가 46%로 가장 많았고, 30대(26.8%), 40대
(17.4%) 순으로조사되었으며, 직업은학생(32.4%), 
전문직(22.5%), 주부(16.9%), 자영업(14.1%),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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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n=213)

Percent
(%)

Gender
Male 83 39.0

Female 130 61.0

Marital 
status

Married 88 41.3

Single 125 58.7

Age

20's 98 46.0

30's 57 26.8

40's 37 17.4

50's 21 9.9

Occupation

Student 69 32.4

House wife 36 16.9

Employee 24 11.3

Professional 48 22.5

Self-employed 30 14.1

Others 6 2.8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75 35.2

₩1,000,000～₩2,000,000 61 28.6

₩2,000,000～₩3,000,000 28 13.1

₩3,000,000～₩4,000,000 31 14.6

Over ₩4,000,000 18 8.5

Education

High school 28 13.1

College 81 28.0

Bachelor 87 40.8

Master 17 8.0

원(11.3%)의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은 100
만원 미만이 35.2%, 100～200만원 미만이 28.6%, 
300～400만원 미만이 14.6%, 200～300만원 미만

13.1%, 400만원 이상이 8.5%로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나 재학이 40.8%로 조사

되었고, 전문대 졸업 재학이 28.0%, 고졸 이하가

13.1%였다.

2. 조사대상자의 외식 행동 특성

조사대상자의외식관련행동특성은〈Table 2〉
와 같다. 월평균 외식 빈도는 3～4회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1～2회가 39.9%, 5～6회가 11.3%
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당 외식 비용은 3～5

<Table 2>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ub-
jects when dining out

Variables
Frequency
(n=213)

Percent
(%)

Monthly 
dine-out 
frequency

1～2 85 39.9

3～4 88 41.3

5～6 24 11.3

7～8 4 1.9

Over 8 12 5.6

Weekly 
dine-out 
expenses

Under ₩10,000 16 7.5

₩10,000~₩30,000 72 33.8

₩30,000~₩50,000 84 39.4

₩50,000~₩70,000 22 10.3

Over ₩70,000 19 8.9

Standard 
considered

Price 15 7.0

Taste 132 62.0

Preference 22 10.3

Mood 12 5.6

Service 10 4.7

Healthy food 16 7.5

Distance and parking 3 1.4

Others 3 1.4

Company

Family 92 43.2

Friend 74 34.7

Colleague 19 8.9

Boyfriend/girlfriend 25 11.7

Others 3 1.4

Preferred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104 48.8

Western restaurant 21 9.9

Japanese restaurant 33 15.5

Chinese restaurant 3 1.4

Healthy food restaurant 28 13.1

Seafood restaurant 24 11.3

만원(39.4%)을지출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 1～
3만원미만(33.8%), 5～7만원(10.3%), 7만원이상의

비율도 8.9%로조사되었다. 외식장소선택시고려

기준에대한응답은맛이라는대답이 62.0%로가장

높았고, 기호(10.3%), 건강 메뉴 선택(7.5%), 가격

(7.0%), 분위기(5.6%), 서비스(4.7%) 순으로 조사

되었다. 또 외식시 동행 유형은 가족과 함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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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응답이 43.2%로가장높았으며, 친구(34.7%), 
연인(11.7%), 직장 동료(8.9%)의순으로 조사되었

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음식점의 유형은 한식

당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일식당(15.5%), 건
강음식점문점(13.1%), 씨푸드전문점(11.3%), 양식

당(9.9%)의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밝혀

진 조사대상자들의 외식 행동의 특성에서 외식

빈도와 지출비용은 Jeon(200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외식 시즐겨찾는 음

식점의 빈도에서는 과거 한식당, 양식당, 일식당

의 순서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 다음

으로 일식당이나 건강음식전문점, 씨푸드전문점

등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건강 메뉴의 관심으

로 인해 육류보다는 일식이나 해산물 등의 섭취

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웰빙과로하스에대한소비자의인식의분석

1) 웰빙과 로하스에 관한 의미

외식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웰빙과 로

하스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Table 3〉과 같

다. ‘몸에좋은 음식들로 식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신
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것

이다’라고 대답한 의견이 33.8%, ‘건강한 삶을 위

한 소비행위’라는 응답이 16.4%,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삶의 방식이다‘는 8.0%로 조

사되었고, Yoo et al.(2003)의 연구에서 웰빙은 일

시적 유행에 불과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의

견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쇄 및 방송매체

에서 만들어낸상업적인 트렌드’라는응답은 1.4%
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점차 웰빙과 로하스라는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우리 식생활에 자리잡혀가

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의미는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많은 유의적 차이

를 보인 월평균 소득(p<0.001)에서는 100만원 미

만의 그룹에서 웰빙과 로하스가 단순히몸에좋은 

음식들로 식생활을 유지하는 생활방식이라고 여

기는 반면 수입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신체적 건

강, 정신적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p<0.001)의 경우 20대는 몸에 좋은 음식

들로 식생활을 유지하는 생활방식이 웰빙과 로하

스(46.9%)라고 생각하는 반면 30대의 경우에는 자

신과 가족을 포함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방식(53.1%), 50대에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것(57.1%)으로 차이를 보

였다. 

2) 웰빙과 로하스에 관한 정보 습득

〈Table 4〉는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정보 수집

원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웰빙과 로하스에 관한 정보는 TV나

Radio를 통해 얻는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

았고, 신문이나 잡지(27.7%), 인터넷(21.6%), 주위

사람(7.0%), 기타(4.2%), 전문 서적(1.4%)의 순으

로 조사되어 주위 사람(권유)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한 연구(Jeon 2005)와는 상반된 조사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유나

추천보다는 공신력 있는 공공매체를 통해 정보

습득을꽤한다고할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성

별(p<0.001), 결혼여부(p<0.05), 연령(p<0.01), 직업

(p<0.001), 월평균소득(p<0.001), 학력 수준(p<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신문이나 잡지(37.3%)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

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TV나 Radio(47.7%)
를 통해 정보를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도시 주

부들의 경우, 정보를 주로 TV나 Radio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한다는 연구(Park et al. 2005)와 동일

한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미혼이 기혼에 비해 TV
나 Radio에 의한 정보 습득 비율이 많았으며, 연
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또 직업별로는 학생이 39.1%로 가장 많았

으며, 주부, 회사원전문직, 자영업의순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수준에따라서는 대졸재학이 42.5%
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재, 고졸이하,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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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inions about well-being and LOHAS

Variables

Opinions about well-being

Total StatisticsKeeping 
healthy 

with foods

Mental 
lifestyle

Consumption 
for healthy 

life

Obtain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gether

Commercial 
trend

Gender
Male 33(39.8)  9(10.8) 16(19.3) 22(26.5)  3( 3.6)  83(100) χ2=8.919

df=4
p=0.063

N.SFemale 53(40.8)  8( 6.2) 19(14.6) 50(38.5) 0 130(100)

Marital 
status

Married 31(35.2) 10(11.4) 20(22.7) 24(27.3)  3( 3.4)  88(100) χ2=12.904
df=4

p=0.012*Single 55(44.0)  7( 5.6) 15(12.0) 48(38.4) 0 125(100)

Age

20+ 46(46.9)  4( 4.1)  9( 9.2) 39(39.8) 0  98(100)
χ2=47.273

df=12
p=0.000***

30+ 16(28.1)  6(10.5) 20(35.1) 12(21.1)  3( 5.3)  57(100)

40+ 18(48.6)  7(18.9)  3( 8.1)  9(24.3) 0  37(100)

50+  6(28.6) 0  3(14.3) 12(57.1) 0  21(100)

Occupation

Student 33(47.8)  4( 5.8)  9(13.0) 23(33.3) 0  69(100)

χ2=45.954
df=20

p=0.001**

House wife  7(19.4)  7(19.4)  7(19.4) 15(41.7) 0  36(100)

Employee  6(25.0)  3(12.5)  6(25.0)  6(25.0)  3(12.5)  24(100)

Professional 22(45.8)  3( 6.3)  7(14.6) 16(33.3) 0  48(100)

Self-employed 15(50.0) 0  6(20.0)  9(30.0) 0  30(100)

Others  3(50.0) 0 0  3(50.0) 0   6(100)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39(52.0)  4( 5.3)  9(12.0) 23(30.7) 0  75(100)

χ2=55.202
df=16

p=0.000***

₩1,000,000～
₩2,000,000

19(31.1)  4( 6.6)  7(11.5) 28(45.9)  3( 4.9)  61(100)

₩2,000,000～
₩3,000,000

 6(21.4)  9(32.1) 10(35.7)  3(10.7) 0  28(100)

₩3,000,000～
₩4,000,000

13(41.9) 0  6(19.4) 12(38.7) 0  31(100)

Over ₩4,000,000  9(50.0) 0  3(16.7)  6(33.3) 0  18(100)

Education

Highschool 16(57.1) 0  3(10.7)  9(32.1) 0  28(100)
χ2=27.910

df=12
p=0.006**

College 39(48.1)  7( 8.6) 10(12.3) 22(27.2) 39( 3.7)  81(100)

Bachelor 21(24.1) 10(11.5) 18(20.7) 38(43.7) 0  87(100)

Master 10(58.8) 0  4(23.5)  3(17.6) 0  17(100)

Total 86(40.4) 17( 8.0) 35(16.4) 72(33.8)  3( 1.4) 213(100)

*p<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ce.

이상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정보의습득은 여전히 TV나 Radio,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외식기업에서의 웰빙이나 로하스 관련 정보의 전

달이나광고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효과적

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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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ormation sources about well-being and LOHAS

Variables
Information sources

Total StatisticsTV 
radio

Newspaper
magazine

Internet
People 
around

Technical 
book

Others

Gender
Male 19(22.9) 31(37.3) 15(18.1) 12(14.5) 3( 3.6) 3( 3.6)  83(100) χ2=28.985

df=5
p=0.000***Female 62(47.7) 28(21.5) 31(23.8)  3( 2.3) 0 6( 4.6) 130(100)

Marital 
status

Married 34(38.6) 31(35.2) 14(15.9)  3( 3.4) 3( 3.4) 3( 3.4)  88(100) χ2=12.637
df=5

p=0.027*Single 47(37.6) 28(22.4) 32(25.6) 12( 9.6) 0 6( 4.8) 125(100)

Age

20+ 41(41.8) 22(22.4) 23(23.5)  9( 9.2) 0 3( 3.1)  98(100)
χ2=37.205

df=15
p=0.001**

30+ 22(38.6) 13(22.8) 16(28.1)  3( 5.3) 0 3( 5.3)  57(100)

40+  9(24.3) 18(48.6)  4(10.8)  3( 8.1) 3( 8.1) 0  37(100)

50+  9(42.9)  6(28.6)  3(14.3) 0 0 3(14.3)  21(100)

Occupation

Student 27(39.1) 13(18.8) 23(33.3)  6( 8.7) 0 0  69(100)

χ2=98.364
df=25

p=0.000***

House wife 16(44.4) 12(33.3)  8(22.2) 0 0 0  36(100)

Employee  9(37.5)  6(25.0)  6(25.0) 0 0 3(12.5)  24(100)

Professional 23(47.9) 19(39.6) 0  6(12.6) 0 0  48(100)

Self-employed  6(20.0)  9(30.0)  6(20.0)  3(10.0) 3(10.0) 3(10.0)  30(100)

Others 0 0  3(50.0) 0 0 3(50.0)   6(100)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33(44.0) 13(17.3) 23(30.7)  6( 8.0) 0 0  75(100)

χ2=64.226
df=20

p=0.000***

₩1,000,000～
₩2,000,000

23(37.7) 12(19.7) 14(23.0)  6( 9.8) 0 6( 9.8)  61(100)

₩2,000,000～
₩3,000,000

 6(21.4) 16(57.1)  3(10.7) 0 0 3(10.7)  28(100)

₩3,000,000～
₩4,000,000

10(32.3) 12(38.7)  6(19.4) 0 3(16.7) 0  31(100)

Over 
₩4,000,000

 9(50.0)  6(33.3) 0  3(16.7) 0 0  18(100)

Education

Highschool 10(35.7)  9(32.1)  3(10.7)  3(10.7) 0 3(10.7)  28(100)
χ2=38.056

df=15
p=0.001**

College 27(33.3) 18(22.2) 27(33.3)  9(11.1) 0 0  81(100)

Bachelor 37(42.5) 25(28.7) 16(18.4) 0 3(17.6) 6( 6.9)  87(100)

Master  7(41.2)  7(41.2) 0  3(17.6) 0 0  17(100)

Total 81(38.0) 59(27.7) 46(21.6) 15( 7.0) 3( 1.4) 9( 4.2) 213(100)

*p<0.05, **p<0.01, ***p<0.001.

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 웰빙과 로하스 메뉴 선택 시 고려점

소비자가 웰빙과 로하스 메뉴를 선택할 때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점을〈Table 5〉에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영양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선도가 21.6%, 농약의 사

용 여부 17.8%, 기호가 12.7%, 가격이 8.0%, 원산

지가 4.2%, 기타가 2.8%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별

(p<0.001), 결혼여부(p<0.01), 연령(p<0.001),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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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iderations for buying well-being and LOHAS food

Variables

Considerations

Total Statistics
Price Preference Nutrition Freshness

Place of 
origin

Agri-
cultural 

chemical
Others

Gender
Male  3( 3.6) 19(22.9) 19(25.3) 21(25.3) 3( 3.6) 18(21.7) 0  83(100) χ2=24.503

df=6
p=0.000***Female 14(10.8)  8( 6.2) 51(39.2) 25(19.2) 6( 4.6) 20(15.4) 6( 4.6) 130(100)

Marital 
status

Married  7( 8.0) 20(22.7) 21(23.9) 16(18.2) 3( 3.4) 21(23.9) 0  88(100) χ2=23.967
df=6

p=0.001**Single 10( 8.0)  7( 5.6) 49(39.2) 30(24.0) 6( 4.8) 17(13.6) 6( 4.8) 125(100)

Age

20+ 10(10.2)  7( 7.1) 43(43.9) 15(15.3) 3( 3.1) 17(17.3) 3( 3.1)  98(100)
χ2=89.522

df=18
p=0.000***

30+  7(12.3) 14(24.6)  9(15.8) 21(36.8) 0  3( 5.3) 3( 5.3)  57(100)

40+ 0  6(16.2)  9(24.3)  7(18.9) 0 15(40.5) 0  37(100)

50+ 0 0  9(42.9) 3(14.3) 6(28.6)  3(14.3) 0  21(100)

Occupation

Student  7(10.1)  4( 5.8) 36(52.2)  9(13.0) 3( 4.3)  7(10.1) 3( 4.3)  69(100)

χ2=110.711
df=30

p=0.000***

House wife  4(11.1)  7(19.4) 12(33.3)  4(11.1) 3( 8.3)  6(16.7) 0  36(100)

Employee  3(12.5)  6(25.0)  6(25.0)  6(25.0) 0  3(12.5) 0  24(100)

Professional  3( 6.3)  4( 8.3)  7(14.6) 18(37.5) 0 16(33.3) 0  48(100)

Self-employed 0  6(20.0)  9(30.0)  6(20.0) 3(10.0)  6(20.0) 0  30(100)

Others 0 0 0  3(50.0) 0 0 3(50.0)   6(100)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11(14.7)  4( 5.3) 32(42.7)  9(12.0) 6( 8.0) 10(13.3) 3( 4.0)  75(100)

χ2=88.199
df=24

p=0.000***

₩1,000,000～
₩2,000,000

 6( 9.8) 10(16.4) 17(27.9) 19(31.1) 0  6( 9.8) 3( 4.9)  61(100)

₩2,000,000～
₩3,000,000

0 10(35.7)  3(10.7)  9(32.1) 0  6(21.4) 0  28(100)

₩3,000,000～
₩4,000,000

0  3( 9.7) 12(38.7)  9(29.0) 3( 9.7)  4(12.9) 0  31(100)

Over 
₩4,000,000

0 0  6(33.3) 0 0 12(66.7) 0  18(100)

Education

Highschool  4(14.3) 0  6(21.4) 12(42.9) 3(10.7)  3(10.7) 0  28(100)
χ2=91.323

df=18
p=0.000***

College  7( 8.6) 17(21.0) 23(28.4) 16(19.8) 6( 7.4)  6( 7.4) 6( 7.4)  81(100)

Bachelor  6( 6.9)  3( 3.4) 41(47.1) 18(20.7) 0 19(21.8) 0  87(100)

Master 0  7(41.2) 0 0 0 10(58.8) 0  17(100)

Total 17( 8.0) 27(12.7) 70(32.9) 46(21.6) 9( 4.2) 38(17.8) 6( 2.8) 213(100)

**p<0.01, ***p<0.001.

(p<0.001), 월평균소득(p<0.001), 학력수준(p<0.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
성은 신선도를 가장 우선하여 생각한다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영양적인 면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20대와 50대는 영

양적인 면을, 30대는 신선도, 40대는 농약사용 여

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별로도 학생,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모두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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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에 경우

는 신선도 그리고 소득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도 영양이나 신선도가 메뉴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roblems of well-being and LOHAS diet inclination

Variables

Problems

Total StatisticsEconomic 
burden

Lack 
of time

Lack of 
safety 

verification

Lack of 
healthfulness 
verification

Promoting 
overcon-
sumption

Gender
Male  6( 7.2)  9(10.8)  50(60.2) 12(14.5)  6( 7.2)  83(100) χ2=16.666

df=4
p=0.002**Female 37(28.5) 17(13.1)  60(46.2)  9( 6.9)  7( 5.4) 130(100)

Marital 
status

Married 14(15.9)  7( 8.0)  49(55.7) 15(17.0)  3( 3.4)  88(100) χ2=13.692
df=4

p=0.008**Single 29(23.2) 19(15.2)  61(48.8)  6( 4.8) 10( 8.0) 125(100)

Age

20+ 26(26.5) 16(16.3)  46(46.9)  3( 3.1)  7( 7.1)  98(100)
χ2=47.273

df=12
p=0.000***

30+ 10(17.5)  7(12.3)  25(43.9)  9(15.8)  6(10.5)  57(100)

40+  4(10.8)  3( 8.1)  24(64.9)  6(16.2) 0  37(100)

50+  3(14.3) 0  15(71.4)  3(14.3) 0  21(100)

Occupation

Student 20(29.0) 13(18.8)  26(37.7)  3( 4.3)  7(10.1)  69(100)

χ2=45.954
df=20

p=0.001**

House wife 11(30.6)  7(19.4)  18(50.0) 0 0  36(100)

Employee  3(12.5)  6(25.0)   9(37.5)  3(12.5)  3(12.5)  24(100)

Professional  6(12.5) 0  36(75.0)  3( 6.3)  3( 6.3)  48(100)

Self-employed 0 0  21(70.0)  9(30.0) 0  30(100)

Others  3(50.0) 0 0  3(50.0) 0   6(100)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24(32.0) 13(17.3)  28(37.3)  3( 4.0)  7( 9.3)  75(100)

χ2=59.224
df=16

p=0.000***

₩1,000,000～
₩2,000,000

16(26.2)  7(11.5)  23(37.7)  9(14.8)  6( 9.8)  61(100)

₩2,000,000～
₩3,000,000

0  6(21.4)  19(67.9)  3(10.7) 0  28(100)

₩3,000,000～
₩4,000,000

0 0  25(80.6)  6(19.4) 0  31(100)

Over 
₩4,000,000

 3(16.7) 0  15(83.3) 0 0  18(100)

Education

Highschool  4(14.3)  3(10.7)   9(32.1)  9(32.1)  3(10.7)  28(100)
χ2=43.558

df=12
p=0.000***

College 23(28.4) 14(17.3)  35(43.2)  3( 3.7)  6( 7.4)  81(100)

Bachelor 16(18.4)  9(10.3)  49(56.3)  9(10.3)  4( 4.6)  87(100)

Master 0 0  17(100) 0 0  17(100)

Total 43(20.2) 26(12.2) 110(51.6) 21( 9.9) 13( 6.1) 213(100)

**p<0.01, ***p<0.001.

4) 웰빙과 로하스 식생활 지향 시 문제점

〈Table 6〉에서 웰빙과 로하스 식생활 지향 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지적된 것이 안전성 검증 부족(5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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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20.2%), 시간

적 여유 부족(12.2%), 건강성 입증 부족(9.9%), 과
소비조장(6.1%)으로조사되었다. 이는성별(p<0.01), 
결혼여부(p<0.01), 연령(p<0.001), 직업(p<0.01), 월
평균 소득(p<0.001), 학력 수준(p<0.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인구통계적 변인 모두

안정성 검증이 가장큰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웰빙 음식의 안정성 검증

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많은

소비자가 웰빙 식품을 접할수 있도록 가격의 인

하도 중요한 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외식 소비자의 메뉴 선택 행동

1) 메뉴 선택 행동에 관한 요인분석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행동에 대한 요인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을 통한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Table 7> Factor analysis of menu-selecting behavior

Variables
Factor Cronbach's 

αFactor 1 Factor 2 Factor 3

Dietary pattern

Leisurely mealtime  0.888

0.841
Continuous exercise  0.847

Regular mealtime  0.725

Healthful menu selecting  0.667

Cooking

Selecting menu with minimum seasoning  0.818

0.840
Selecting menu with minimum sugar  0.807

Selecting menu with minimum salt  0.786

Selecting menu with minimum oil  0.729

Ingredient 
selection

Selecting menu with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0.875

0.797
Selecting menu with fruits  0.746

Selecting menu with organic food  0.679

Selecting menu with cereals  0.655

Eigen value  5.09  1.67  1.37

Proportion(%) 42.42 13.99 11.43

Cumulative(%) 42.42 56.42 67.85

KMO 0.7900.679

Bartlett's test 1284.650

Significant 0.000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Table 7〉에 제시하

였다. 요인분석결과 공통성이 0.4 미만인 요인을

제거하여 총 12개항목을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의항목을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각각 식생활

습관성, 조리기능성, 식재료선택성으로명명하였

다. Factor 1은 ‘여유로운 식사시간을갖는다’, ‘꾸
준한 운동을 한다’,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건강

에좋은 메뉴를 선택한다’의 4개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Cronbach's α계수는 0.841이었다. Factor 
2는 ‘조미료 최소 첨가 메뉴를 선택한다’, ‘당분

최소 첨가 메뉴를 선택한다’, ‘염분 최소 첨가 메

뉴를 선택한다’, ‘기름 최소 첨가 메뉴를 선택한

다’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계수는 0.840이
었다. 마지막으로 Factor 3는 ‘국산 농산물 메뉴를

선택한다’, ‘과일메뉴를 선택한다’, ‘유기농 메뉴

를 선택한다’, ‘잡곡 메뉴를 선택한다’로 구성되

었으며, Cronbach's α계수는 0.797이었다. 이러한

신뢰도 계수의 수치는 일반 탐색적 연구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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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높은 타당도를 나

타내었으며, 변수쌍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KMO(Kaiser- 
Meyer-Olkin)도 역시 일반 권장수치인 0.50을 상

회하는 0.79를 나타내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

의 선정이 좋았음을 의미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뉴 선택 행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메뉴 선택 행동의 요인들

<Table 8> Differences in menu-selecting behavior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etary 
pattern

T or F
value

Cooking
T or F
value

Ingredient 
selection

T or F
value

Gender
Male 3.17 F=0.919

N.S

3.77 T=-0.272
N.S

3.71 T=0.954
N.SFemale 3.04 3.80 3.61

Marital 
status

Married 3.46
T=5.166***

3.86 T=1.173
N.S

3.77
T=2.125*

Single 2.83 3.74 3.56

Age

20+ 2.80

F=10.75***

3.73

F=0.90
N.S

3.56

F=4.136**
30+ 3.11 3.75 3.55

40+ 3.50 3.95 3.76

50+ 3.71 3.86 4.11

Occupation

Student 2.64

F=7.534***

3.57

F=7.766***

3.50

F=3.333**

House wife 3.51 4.05 3.67

Employee 3.38 4.03 3.53

Professional 3.31 4.09 3.98

Self-employed 3.15 3.45 3.63

Others 2.50 3.00 3.25

Monthly 
income

Under ₩1,000,000 2.70

F=9.837***

3.54

F=4.285**

3.47

F=5.192**

₩1,000,000~
₩2,000,000

3.01 3.80 3.52

₩2,000,000~
₩3,000,000

3.61 3.87 3.90

₩3,000,000~
₩4,000,000

3.48 4.13 3.85

Over ₩4,000,000 3.50 4.00 4.08

Education

Highschool 2.61

F=5.271**

3.29

F=9.974***

3.50

F=3.964**
College 3.11 3.66 3.49

Bachelor 3.30 4.07 3.84

Master 2.78 3.75 3.66

*p<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ce.

에 대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도 0.05 수준에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Table 8〉에 제시하였다. 

성별에따른메뉴선택행동의요인과는모두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

의 경우에는 “식생활습관성(p<0.001)”과 “식재료

선택성(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식생활 습관성”의 경우 미혼(2.83±0.79)보
다 기혼(3.46±0.91)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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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의 경우에도 기혼(3.77±0.78)이 미혼(3.56± 
0.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서도 “식
생활 습관성(p<0.001)”과 “식재료 선택성(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식생

활습관성”의 경우 50대가 3.71±0.65로 가장 높았

으며, 40대(3.50±0.92), 30대(3.11±0.85), 20대(2.80± 
0.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재료선택성”의 경우

에도 50대 (4.11±0.36), 40대(3.76±0.88)로 나타났고

30대(3.55± 0.72)와 20대(3.56±0.68)는 거의 비슷한

평균을 보였다. 직업의 경우에는 모든 메뉴 선택

행동의 요인 즉 “식생활 습관성(p<0.001)”과 “조
리기능성(p<0.001)”, “식재료선택성(p<0.01)에서모

두 유의한차이를 나타내었다. “식생활습관성”의
경우 학생이 2.64±0.62, 주부가 3.51±0.65, 회사원

이 3.38±0.79, 전문직이 3.31±1.20, 자영업이 3.15± 
0.84로 나타나 주부의 식생활습관성이 가장 높음

이 밝혀졌다. “조리기능성”은 전문직이 4.09±0.80
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주부가 4.05±0.62, 
회사원이 4.03±0.43, 학생이 3.57±0.52, 자영업이

3.45±0.97의순으로 나타났다. “식재료선택성”의
경우에도 전문직이 3.98±0.78로 가장 높았으며, 주
부 3.67±0.97, 자영업 3.63±0.58, 회사원 3.53±0.52, 
학생이 3.50±0.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

입의 경우에도 모든 요인 즉 “식생활 습관성(p< 
0.001)”과 “조리기능성(p<0.01)”, “식재료 선택성

(p<0.01)”에서모두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다. “식
생활 습관성(p<0.001)”에서는 200～300만원의 수

입군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이 3.50±1.14, 300～400만원미만이 3.48±0.54, 
200～300만원 미만이 3.61±1.04, 100～200만원 미

만이 3.01±0.95, 100만원미만이 2.70±0.63의순으

로 조사되었다. “조리기능성”은 100만원 미만이

3.54±0.52, 100～200만원 미만이 3.80±0.83, 200～
300만원 미만이 3.87±0.91, 300～400만원 미만이

4.13±0.71, 400만원이상이 4.00±0.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재료 선택성”의 경우 400만원 이상

이 4.08±0.4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원미

만이 3.90±0.59, 300～400만원 미만이 3.85±0.68, 

100～200만원 미만이 3.52±0.79, 100만원 미만이

3.47±0.69의 순이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메뉴행

동선택 요인의 차이는 각 요인 “식생활 습관성

(p<0.01)”과 “조리기능성(p<0.001)”, “식재료 선택

성(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습관성”의 경우 대학재졸이 3.30±0.84로 가장 높

게나타났으며, 전문대재졸(3.11±0.96), 대학원(2.78± 
0.84), 고졸 이하(2.61±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리기능성”은 고졸이하가 3.29±0.60, 전문대재

졸이 3.66±0.70, 대학재졸이 4.07±0.75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식재료선택성”의 경우에도 대학

재졸이 3.84±0.66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

며, 전문대재졸은 가장낮은 평균(3.49±0.83)을 보

였다. 이러한결과는 메뉴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관련변인은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 건강

수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연령, 
학력과 소득수준등이 높은집단일수록 높은 관

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Yoo(2006)의 연구를뒷

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혼의 그룹에

서 대체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

의 식사시간, 운동, 규칙적인 식사 등좋은 생활습

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메뉴와 조리법

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웰빙 트렌드 로

하스 메뉴 개발을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은 이상

에서 제시된 그룹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

어진다.  

5. 메뉴선택행동이건강지향성에미치는영향

외식 소비자의 메뉴 선택행동이 건강지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
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회귀모

형의 유의성을판별하기 위한 분산분석의결과 F
값이 10.918로 p<0.01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나

타내었으며, 모형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한 Durbin- 
Watson값도 2.717로 임계치인 2.000에 가까운 것

으로 분석되어 모형의 적합도 또한 높음을알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론모델을표본자료가설명

해주는 상대적인 분산 즉 R2는 0.137(수정된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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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s of menu-selecting behavior on health inclination

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Health Inclination

(Constant) 0.019 0.057 70.602 0.000

Dietary pattern 0.032 0.057 0.036  0.561 0.576

Cooking 0.185 0.057 0.209  3.240 0.001***

Ingredient selection 0.267 0.057 0.303  4.684 0.000***

R2=0.137, Adjusted R2=0.124, F=10.918, p=0.000.
Durbin-Watson 2.171.
***p<0.01.

0.124)로 전체의 회귀모형의설명력이 13.7%로 분

석되었다. 종속변수인 건강지향성에 미치는 3가
지 요인 중 식재료선택(0.267)의 요인과 조리기능

성(0.185)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6. 메뉴 선택 행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 소비자의 메뉴 선택 행동이 만족도에 미

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Table 10〉에 제시

하였다. 먼저회귀모형의 유의성을판별하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29.630으로 p<0.01의 수

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모형의 적

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값도 1.921로
임계치인 2.00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어 모형

의 적합도 또한 높음을알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론모델을표본자료가설명해 주는 상대적인 분

<Table 10> Effects of menu-selecting behavior on satisfaction level

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Satisfaction

(Constant) 3.796 0.051 74.005 0.000

Dietary pattern 0.071 0.051 0.080  1.383 0.168

Cooking 0.350 0.051 0.396  6.808 0.000***

Ingredient selection 0.327 0.051 0.370  6.368 0.000***

R2=0.300, Adjusted R2=0.290, F=29.630, p=0.000.
Durbin-Watson 1.921
***p<0.01

산즉 R2
는 0.300(수정된 R2=0.290)으로 전체의 회

귀모형의 설명력이 30.0%로 분석되었다. 종속변

수인 만족도에 미치는 3가지 요인 중 조리기능성

(0.350)의 요인과 식재료선택성(0.327) 요인이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소

비자의 웰빙 태도와 상품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6)에서 밝힌 구매 빈도와 만족도 연구의 결과

와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각종 매체나 외식기업에서 메

뉴 개발및 마케팅 계획의 주요 관심사로 여겨지

는 외식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인식과 메뉴 선택행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

구를 통해 웰빙에 대한 의식을 재정립하고자 하

였다. 또한, 소비자의 관심도 측정을 통해 메뉴 선



웰빙 트랜드 로하스(LOHAS)에 관한 외식 소비자의 인식 차이가 메뉴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321

택 행동이 건강 메뉴지향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밝혀 외식 소비자의 최근 메뉴에 관한

선택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웰빙 메뉴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와 마케팅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남성

이 83명(39%)로 나타났고, 여성은 130명(61%)으로

나타나여성의비율이높았으며, 미혼(58.7%)이 기
혼(41.3)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령의 분포는

20대가 46%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학생이 32.4%, 
월평균 수입(용돈)은 100만원 미만이 35.2%로 나

타났고,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나 재학이 40.8%
로 가장 많았다.
둘째, 대상자의 외식 행동 특성에서는 월평균

외식빈도는 3～4회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외
식비용은 3～5만원(39.4%)을 지출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외식 장소 선택시 고려 기준에 대한

응답은맛이라는 대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외식 시 동행 유형은 가족과 함께동행 한다는응

답이 43.2%, 선호하는 음식점의 유형은 한식당이

48.8%로 가장 높았다. 
셋째, 외식 소비자가 생각하는 웰빙과 로하스

에 대한 인식은 ‘몸에좋은 음식들로 식생활을 유

지하는 생활방식이다’는응답이 40.4%로 가장 높

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며, 가장 많은 유의적 차이를 보인월평균소득

(p<0.001)에서는 100만원미만의 그룹에서는 웰빙

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들로 식생활을 유지하

는 생활방식이라고 여기는 반면 수입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함께 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이나 로하스에 관한

정보습득은 TV나 Radio를 통해얻는다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성별(p<0.001), 결혼 여부

(p<0.05), 연령(p<0.01), 직업(p<0.001), 월평균 소

득(p<0.001), 학력 수준(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웰빙 메뉴 선택시 가장 중요하

게생각하는것은영양을고려한다는응답이 32.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선도가 21.6%, 농약의

사용여부 17.8%의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별

(p<0.001), 결혼여부(p<0.01), 연령(p<0.001), 직업

(p<0.001), 월평균소득(p<0.001), 학력수준(p<0.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의 모든인

구통계적변인에서 영양을 고려한다는응답이 가

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웰빙 식생활 지향 시 문제

점으로 지적된 것이 안전성 검증 부족(51.6%)으
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도 성별(p<0.01), 결혼 여

부(p<0.01), 연령(p<0.001), 직업(p<0.01), 월평균소

득(p<0.001), 학력 수준(p<0.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따른메뉴 선택행동의 요

인들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

른 메뉴 선택행동의 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는 “식생

활습관성”에서미혼(2.83±0.79)보다기혼(3.46±0.91)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재료 선택성”의 경우

에도 기혼이(3.77±0.78) 미혼(3.56±0.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통계적 변인들과 메뉴 선

택행동의 차이는 대체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 웰빙 메뉴 선택 행

동에 높은 관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메뉴 선택행동이 건강지향성과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식생활

습관성은 건강지향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리기능성과 식재

료선택성의 요인은 건강지향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결과를 종합해 볼때, 외식기업은 음식

을 통해 외식 소비자의 개인적 건강은 물론 나아

가 건전한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해야 하므

로,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신선도와 위생상태 및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 균형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건강식 메

뉴에 대한 자세한설명과 조리 시에는 기름을 최

소화하고 자극적인 양념 및 조미료를 피한 조리

법으로 메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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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소비자들의 웰빙과 로하스에 관련된 메뉴

선택 행동은 기혼인 여성, 연령, 평균 소득, 학력

이 높을수록 높은 관여를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식기업들이 이러한 집단을 마케팅 목표

로설정하여 그에 맞는 메뉴 개발및 업체의컨셉

을 정하여 판매 촉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초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외식 행동 특성

은 빈도(N)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기위해χ2-검정을실시하여 유의성을검정

하였고, 메뉴 선택행동은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메뉴 선택 요인과 일반적인 특

성과의 차이(t-test & ANOVA)를 검정하였고, 건강

지향도과 만족도와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
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들

과 메뉴 선택 행동의 차이는 대체로 연령, 학력,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 웰빙

메뉴 선택행동에 높은 관여를 보이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메뉴 선택 행동이 건강지향성과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식생활

습관성은 건강지향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외식기업들은

이러한 집단을 마케팅 목표로 설정하여 그에 맞

는 메뉴 개발및 업체의컨셉을 정하여판매촉진

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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