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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broken down into four section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both single workers’ lifestyles 
and their motives for going to restaurants. The study classified the consumers and then confirmed the attributes of 
selection that the consumers considered important when eating out at family restaurants. Second, the study analyzed 
the consumers’ lifestyles, motives for going to restaurants (user motive), and the attributes of selection for the restaurant. 
Third, the study analyzed how the attributes of selection toward the family restaurant affect the consumer’s satisfaction 
and the consumer’s intention of revisiting the restaurant. Fourth, the study analyzed how consumer satisfaction affects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family restaurant. After the execution of the aforementioned four steps, the study was successful 
in meeting its purpose: to provide information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mer and to provide foundation 
material for consumer policy.

In regards to the analytical method, this study performed 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tical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Lifestyle was categorized into 4 factors and 4 clusters. User motive was grouped into 3 factors and 4 clusters. 

The attributes of selection for family restaurants were categorized into 4 factors. Based on the lifestyle cluster, the 
attributes of selection for family restaura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based on the cluster 
of user motive, the attributes of selection for family restaura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Lastly, 
the attributes of selection for family restaurants were found to affect both the intention of revisiting the restaurant 
and consumer satisfaction after the consumers used the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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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중 하나로 식생활의 변

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발전(남궁선, 2003)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외식

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오늘

날 외식산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

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

과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성장산업(서
원석, 이주영, 2002)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외식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원동력 

역할을 해 온 것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패밀리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은 2000년도 이후 외식 업태 중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박은숙, 2006). 패밀리레

스토랑의 성장원인으로는 젊은층이 소비수요를 주도하고 

가족중심의 생활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서구풍 식생활과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식생활 전

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며, 외식

을 통해 자신을 표시하고 선호음식 또한 서구화되고 있

고, 외식비용보다 외식장소의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등 

식생활 소비유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결과

의 하나로서 패밀리레스토랑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은 20~30대로 특히, 20

대는 전체 식비의 49%를 외식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장인의 경우 직업상의 식사나 모임, 식사해결 

등 다양한 외식의 기회가 증가하고, 지출규모가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김승연, 2002). 우리사회의 또 다른 변

화의 추세로 젊은층의 세대독립으로 인한 독신가정의 증

가는 외식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하여 젊은층의 선호성이 높은 

패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20대 미혼직장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특정 패밀리레스토랑을 선택하기까지는 레

스토랑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변수, 인구통계적 변수, 이
용동기 등의 소비자속성 변수와 레스토랑 선택속성 변수

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김영찬, 2002). 
소비자속성 변수인 이용동기는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거나 향유하고자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개인적 욕망과 충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Henry, 2001) 소비활동을 일으키

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패밀리레스

토랑 이용 소비자들은 특정 레스토랑을 선택하기 이전에 

특정한 이용동기를 갖게 되며, 그 같은 이용동기를 만족

시킬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선택대안으로 고려하게 

된다(유원필, 2006). 또한 소비자들은 패밀리레스토랑의 

선택속성을 평가하여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소비자 자신의 평가기준과 점포의 이미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만족과 연결된다. 소비자만족

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

는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 

혹은 재방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비

자만족은 구매 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전반

적인 느낌에 의해서 결정되며, 소비자만족의 개념은 소

비자행동 연구에서 구매과정의 결과변수로 나타난다. 즉, 
만족스러운 구매경험은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소비자의 재방문의도는 

소비자의 심리적 부분에 대한 경험으로 소비전 행동과 

소비 후 행동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피드백 되

어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패밀리레스토랑 이

용소비자의 선택속성,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마케팅분야의 연구로써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제품포지셔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인 소비자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는 소비자학의 측

면에서 소비자 선택속성,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관련된 변인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이용동기를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 소비수요의 주요대상층인 20

대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첫째, 라이프스타일 및 패밀

리레스토랑 이용동기를 확인하여 유형화하고, 패밀리레

스토랑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속성요인을 확인

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및 이용동기에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을 분석하고, 셋째,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넷째,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이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

비자의 만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정책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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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예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의 2배 정도의 객 단가(20,000~25,000)
디너 하우스보다 좀 더 활기차고 재미있는 서비스 장식 및 화려한 분위기 제공과 
멋진 실내장식 보유
서양음식 및 국내 음식의 접목된 메뉴의 제공
20~30대의 가족과 여인, 외국인 등이 주 고객

T.G.I.F,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베
네치아, 그랑비아또, 비아로마, 애슐
리, 후터스, 아덴힐즈, 민토 등

패밀리 체인 레스토랑

센트럴 키친에서 각 점포에 반제품을 공급
전국적인 체인화
캐주얼 다이닝보다 1.8배 낮은 단가(8,500원 선)
테이블 서비스 제공, 깔끔한 분위기
서양식 메뉴와 한국음식을 응용한 100여종의 메뉴
30~40대의 가족고객이 주 고객 

코코스, 스카이락 등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
(그릴-뷔페식 레스토랑)

캐주얼 다이닝 보다 높은 객 단가(30,000~37,000)
뷔페식 샐러드 바 운영
평일 낮 주부 고객과 20대 젊은 여성고객 및 연인들이 주 고객 

씨즐러, 판다로사, 빕스, 아웃백 스
테이크 하우스, 프리비, 세븐스프링
스 등

씨푸드류 레스토랑

객 단가 20,000~30,000선
보통 200평 넘는 대형규모로 100가지 이상의 해산물 중심의 샐러드가 주 요리
오픈키친 시스템으로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손님에게 위생과 청결
의 신뢰감을 줌
20~30대의 여성이 주 고객

토다이, 씨하우스, 오션스타, 캐리비
안, 바이킹스, 씨푸드오션, 카후나
빌, 마리코스, 델크루스, 보나쿠아, 
보노보노 등

자료: 김영옥. (2002).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과 고객만족과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1> 국내 패밀리레스토랑 유형

Ⅱ. 이론적 배경

1. 패밀리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은 가족동반 및 20~30대의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양질의 테이블 서비스와 다국적 메뉴를 편안

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장소에서 제공하며 가격대비 격

식과 실속을 동시에 차릴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레스토랑

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재련, 2003). 또한 Khan(1991)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빠른 서비스는 필요치 않으면서 가격

은 저렴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

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정의 하였다.
우리나라 패밀리레스토랑의 효시는 1985년 Tomorrow 

Tiger 1호점을 들 수 있으며,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미도파가 일본의 CoCo’S사와 기술 제휴한 패밀리 레스토

랑을 개점한 이래 1992년 (주)아시안 스타가 캐주얼 다이

닝 레스토랑 TGI. Friday’s를 개점하였고, 1993년 판다로

사(Pandarosa) 등이 출점하여 그 동안의 국내 외식시장의 

판도를 패스트푸드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바꾸어 놓

았다.
이처럼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은 20개 이상

이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구풍의 음식점을 찾는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패밀리레스토랑이 상업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업체가 패밀리레스토랑 사업

에 참여하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과도 유관하다. 
따라서 업체 간에 차별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신

세대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패밀리레스토랑의 유형을 구별하자면 캐주얼 다

이닝 레스토랑, 패밀리레스토랑, 스테이크하우스, 씨푸드

류 레스토랑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들(남외자, 박현진, 2002; 손일락, 1996; 

유영진, 1999; 이재련, 2003; 최민우, 양봉석, 2008; 추

상용, 1997)의 경우 객 단가 7천원~2만5천원대 레스토

랑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메뉴를 가지고 있고 음식제공

은 15분 내에 이루어지며, 정형화된 테이블 서비스를 제

공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최소한 2인 이상

이 이용하는 음식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및 영향요인

1) 선택속성

레스토랑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욕구와 필

요에서 출발하여 선택까지의 순환적 과정을 의미한다.
점포선택에 관한 이론들은 점포가 제공하는 특성에 대

한 고객의 주관적 평가 행위로 정리할 수 있고, 아울러 

고객특성과 점포선택 행위를 매개하는 평가과정에서의 

기준이 되는 평가변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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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제품속성을 강조하였으

나 최근의 선행연구는 점포속성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 

되고 있다(조재경, 2005). 레스토랑 선택속성이란 소비자

들이 레스토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로서 레스

토랑선택의 의사결정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속성을 말한다(김영찬, 2002).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면 <표 2>와 같다.

연구자 레스토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Filitrault & 
Ritchie(1988)

요리의 종류, 가격, 서비스의 질, 식당의 분위기, 
식사의 질 

Morgan(1993)

음식의질, 음식의 맛, 음식의 색상, 음식의 신선
도, 메뉴의 일관성, 서비스품질, 의사소통, 종업원 
태도, 서비스제공의 신속성, 정확한 조리 상태, 편
리한 위치, 분위기, 청결성

Bojanic & 
Shea(1997)

서비스시간, 서비스의 질, 청결, 음식의 질, 메뉴
의 다양성, 종업원 친절성, 주위환경, 편리한 위
치, 가격에 맞는 가치

Maclaurin & 
Maclaurin(2000)

테마컨셉, 서비스품질, 음식의 품질, 메뉴, 분위
기, 편리함, 가치, 상품화, 가격,

김홍범, 허창(1997)

종업원, 레스토랑의 위생 및 청결성, 메뉴선택의 
다양성 및 볼거리 제공, 외양, 이미지 및 분위기, 
음식의 맛과 영양, 어린이를 위한 시설, 특수고객
을 위한 메뉴, 접근 편리성 및 주차시설, 야외시
설과 안락하며 신속한 서비스, 가격, 양 및 수용
능력, 친절하며 세심한 서비스 

백용창(2001) 청결성 및 메뉴, 주위환경 및 이미지, 시설, 이벤
트, 가격 및 접근성 

윤성호(2002) 접근성, 가격 및 메뉴판, 위생 및 서비스, 신속정
확성, 메뉴 및 환경, 직원의 외모, 이용시간

최우홍(2003)

환경적요인: 부가시설의 유무, 시설수준, 서비스, 
이미지 메뉴의 종류
본질적 요인: 음식의 양과 종류, 음식의 질, 서비
스 및 가격 

최원호(2004) 서비스질, 시설 및 접근성, 메뉴 및 가격, 매장이
미지

조재경(2005) 메뉴 다양성, 시설/분위기, 종사원의 친절, 음식, 
마케팅 촉진, 부대시설, 종사원과의 친부관계 

형미영(2006) 청결성, 시설, 종업원 서비스, 가족성, 음식 및 메
뉴, 분위기 

자료: 심혜영. (2007).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이

용동기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2> 레스토랑 선택속성 요인

2)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란 일반적인 인간행동의 본질을 묘사

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사회학

자인 Max Weber와 심리학자인 Alfred Adler의 저서에

서 분석적 용도로 언급된 이래 중요한 사회적 분석단위

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개념(박문환, 1999)으로 사회 구

성원들이 가지는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집합적인 소비자

의 문화, 개성, 소비행태 등과 관련한 행동특성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구

체적인 행동 양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가치와 태도를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소비자행동을 다각적으로 설명해 주고, 효과적

인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제공하며, 사회적 동향을 예측

하는데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백주아, 2006). 
우리나라 외식소비행동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에 관

련된 연구를 고찰해보면 김승연(2002)은 20∼30대의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과시

적 유행추구형, 실리적 자아추구형, 소극적 생활무관심

형, 비의식적 노력추구형, 서구적 자기만족형, 편의적 미

각향유형 등 6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외식소비행

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표적시장에 맞춘 마케팅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남궁선(2003)은 직장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

비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계획적 소

비형, 실용중시형, 진보적 재태크형, 편익추구형 등의 유

형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의 선택속성은 선호선택성 요인, 
이미지요인, 이용편의성 요인으로 분류되어 라이프스타

일 유형에 따라 인구통계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또한 외식시장의 시장 세분화에 따른 가

격, 이미지, 서비스 등 외식선택속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외식레스토랑에서는 각 레스토랑의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마케팅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유명(2003)은 라이프스타일별 외식서비스 품질평가

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중심형, 현실적 건강주의형, 안정

적 활동주의형, 진보적 외식주의형, 가족중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군집의 유형에 따라 고객의 기대된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재구매의

도 등이 차이가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김윤민(2004)는 외식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웰

빙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의식적 스타일, 현실형스타

일, 자기중심적스타일, 건강위주스타일, 변화적 스타일, 
패션민감스타일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웰빙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므로 웰빙고객

행도에 대한 본질적이며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사

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백주아(2006)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밀리레스토랑 

차별화 마케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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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현실적

자유추구형, 개방적 패션추구형, 보수적 노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마케팅 선호도에는 유의

한 차이를 통해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시

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라이프스타

일 연구결과를 통해 시장별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Spiggle와 Murphy(1987)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경험

적 연구들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써 고려하고 있다. 
특히, Darden와 Perraurt(1975)을 비롯한 많은 연구

(Abbey, 1979; Calatone & Johar, 1984; Davis et al., 
1988; Swinyard & Struman, 1986; Woodside & 
Jacobs, 1985)들에서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내연구인 김홍범, 허창(1997), 윤성호(2002), 전원배, 
박인규(2001)의 연구에서 패밀리레스토랑에 적용하고 있

다. 이들 연구결과는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이용동기

동기는 이용고객의 행동의 원인으로서, 이용고객의 행

동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고,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구성개념이다. Shiffman와 Kanuk(1983)의 동기유

발 과정 모델에 의하면 동기는 이용고객이 선택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촉매제가 된다. 따
라서 패밀리레스토랑 방문객의 이용동기는 소비자들이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고객이 특정 레스토랑을 선택하기 

이전에 특정한 이용동기를 갖게 되며, 그 같은 이용동기

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선택대안으로 고

려할 것이다(유원필, 2006). 
김홍범, 허창(1998)의 연구에서 외식동기에 따른 고객

의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에서 외식동

기를 다양한 식생활의 추구 및 휴식공간, 편리성과 시간

절약, 광고를 통한 호기심 및 사업상의 목적, 회합, 축하 

및 여흥, 가족구성원들의 선호 등으로 나누어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레스토랑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은 그들이 외식동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패스트푸드의 

선택속성과 이용동기간의 관계를 검증한 박희정(2001)의 

연구에서 외식동기를 회합⋅축하⋅여흥, 광고⋅평판⋅
접대, 편리성⋅절약성, 본인⋅동행자 선호, 다양한 식생

활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식동기와 선택속성간의 영향관

계를 검증한 결과, 외식동기는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과 영향요인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를 한 백용창(2001)의 연구에서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을 편의성과 시간절약, 음식 및 여흥, 광고 및 가족

의 선호, 분위기 및 화합의 4개요인을 추출하여 5개군집

과 선택속성은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용동기와 패밀리레스토랑 입지요인과의 관계를 검

증한 김문호(2004)의 연구결과에서 다양한 식생활추구, 
이벤트와 여흥, 시간절약과 가족구성원 선호요인과 입지

요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검증결과를 나타내었다.

3.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의도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 또는 불

만족을 경험하고, 이 후에 그 제품에 대한 재구매를 고려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서 느끼는 평가와 

이후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만족은 구매 후 제

품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느낌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

격, 상표명 및 제품 성능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이 제품

의 질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만족의 개념은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구매과정의 결과변수로 나타난다. 
만족스러운 구매경험은 재구매나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Oliver(1981)는 소비자

만족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는 재

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소비자가 패

밀리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소비자만족의 결과로서 패밀

리레스토랑에 대한 재방문의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선택

점포와의 우호적 관계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

로 재방문의도를 기대할 수 있다. 재방문에 관한 연구에

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의 만족과 불

만족이다(박옥련, 박은정, 2009). 
레스토랑의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과 관련된 다양한 선

행연구(고재윤 외, 2006; 김순하, 2001; 윤태환, 2006; 
이대홍, 2001; 이애주 외, 2003; 이정실, 김의근, 2003; 
이창기, 권영린, 2001; 진양호, 2000; 정경희, 2004; 조

재경, 2005; 최민우, 양봉석, 2008; 최우홍, 2003; 형미

영, 2006)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소비자만족의 선행개념

으로 선택속성을 고려하여, 레스토랑 선택속성과 소비자

만족 및 재방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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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내용 참고문헌 문항수 측정방식

라이프스타일 외모지향, 사교지향, 성공지향, 보수지향 김문호(2004), 허창(1996) 20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그렇다 ‘5’점 
likert 척도

이용동기
생활의 편의추구, 분위기 및 친목도모, 
다양한 음식추구

김문호(2004), 최원호(2004), 형미영(2006) 13

선택속성
시설 및 서비스, 음식 및 가격, 매장이미
지, 부대서비스

김예지(2003), 윤성호(2002), 최원호(2004) 24

소비자만족과 재바문의도 소비자만족, 재방문의도 이창기, 권영린(2001), 조재경(2005)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이용횟수, 외식비 - 6 -

<표 3> 설문지 구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20대 미혼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20대 미혼 직장인의 이용동기 유형에 따

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20대 미혼 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은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20대 미혼 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20대 미혼 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소비

자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

라이프스타일은 김문호(2004), 허창(1996)의 연구를 

참고로 20문항,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에 관한 문항은 

김문호(2004), 최원호(2004), 형미영(2006)의 연구를 참

고로 13문항, 선택속성은 선호행위나 구매의사결정에 가

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

며, 속성에 대한 중요도로 김예지(2003), 윤성호(2002), 
최원호(2004)의 연구를 참고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비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관한 문항은 이창기, 권영

린(2001), 조재경(2005)등에서 단일항목으로 소비자만족

도와 재방문의도를 측정한 연구를 기초로 소비자만족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 5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으로 구성하였으며, 재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은 다음 번

에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0대 미혼 직장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조사하였으며, 패밀리레

스토랑 이용횟수와 외식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은 <표 3>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경험이 있

는 20대 미혼직장인으로 인터넷 리서치를 통하여 300명

을 조사하였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한 

2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이용동기,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의 요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식에 의

한 요인분석(Factor Ananysis)을 실시한 후 신뢰도 검증

을 위하여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이용동기 및 중요시 하는 선택속성을 유형

화하기 위하여 요인부하값을 중심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일원변

량분석 후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자 중 남성이 40.0%, 여성이 60.0%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초반이 31.6%, 20대 후반이 68.4%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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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N % 변인 항목 N %

성별
남 111 40.0

연령

20~25세 이하 89 31.6
여 171 60.0 26~30세미만 193 68.4

소득

100만원 미만 16 5.7 M=26.28, S.D=2.16
100만원~150만원 미만 116 41.1

학력

고졸 46 16.3
150만원~200만원 미만 108 38.3 대졸 225 79.8
200만원 이상 42 14.9 대학원 이상 11 3.9

월평균
외식횟수

2회 이하 71 25.2

월평균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1회 이하 141 50.0
3~5회 이하 52 18.4 2회 64 22.7
6~10회 이하 58 20.6 3회 38 13.5
11~15회 이하 31 11.0 4회 이상 39 13.8
16~20회 이하 32 11.3 M=2.11, S.D =1.70
21~25회 이하 22 7.8

월평균 외식비

5만원 이하 53 18.8
26회 이상 16 5.7 6~10만원 이하 64 22.7

M=11.64, S.D =11.52
11~20만원 이하 88 31.2
21만원 이상 77 27.3
M=2.11, S.D =1.70

※전체 빈도의 차이는 missing value에 의한 차이임.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82)

전체 집단의 평균연령은 26.28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

졸이 16.3%, 대졸이 79.8%, 대학원 이상이 3.9%로 나

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5.7%, 100~150만

원 미만이 41.1%, 150~200만원 미만이 38.3%, 200만

원 이상이 14.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외식횟수는 11.64회로 나타났으

며, 분포를 살펴보면 2회 이하가 25.2%, 3~5회18.4%, 
6~10회 20.6%, 11~15회 11.0%, 16~20회 11.3%, 
21~25회 7.8%, 26회 이상 5.7%로 나타났다. 패밀리레

스토랑의 월평균 이용횟수는 2.11회로 나타났으며, 분포

를 살펴보면, 1회 이하 50.0%, 2회 22.7%, 3회 13.5%, 
4회 이상 13.8%로 나타났다. 월 평균 외식비는 191,436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를 살펴보면 5만원 이하 18.8%, 
6~10만원 이하 22.7%, 11~20만원 이하 31.2%, 21만원 

이상이 27.3%로 나타났다.

2) 20대 미혼직장인 라이프스타일 및 유형

20대 미혼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20문항에 대하여 Eiegn-Value 1이상을 기

준으로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치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후 재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결과, 라이프스타일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7.64%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ah값이 요인1은 

.768, 요인2는 .647, 요인3은 .603, 요인4는 .653으로 나

타났으며, 요인 1은 유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외모지향’
으로, 요인2는 타인과의 사교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
교지향’으로, 요인3은 성공의 추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성공추구’로, 요인4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수지

향’으로 명명하였다.
20대 미혼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분석결과, 성공지

향(M=3.96)이 가장 높으며, 외모지향(M=3.49), 사교지

향(M=3.4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지향성(M=2.62)
은 가장 낮았다.

20대 미혼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

여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차원인 외모지향, 사교지향, 성공

지향, 보수성향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유

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4개의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4개의 요인 중 보수성향이 높게 나타나 

‘보수지향형’으로, <유형 2>는 사교지향요인의 성향이 높

게 나타나 ‘사교지향형’으로, <유형 3>은 외모지향요인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 ‘외모지향형’으로, <유형 4>는 성공

지향요인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 ‘성공지향형’으로 명명하

였다. 전체 응답자 282명중 보수지향형은 95명으로 

33.68%, 사교지향형은 41명으로 14.54%, 외모지향형은 

76명으로 26.95%, 성공지향형은 70명으로 24.83%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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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요인

보수지향형
집단

사교지향형
집단

외모지향형
집단

성공지향형
집단

F값

외모지향 .1271b -.4580c .8695a -.8483d 67.060***
사교지향 -.5211d 1.1997a .1590c -.1680c 42.755***
성공지향 -.6049b -.7004b .5947b .5855a 55.933***
보수성향 .5260a -.4132c -.5364d .1105b 23.074***
N=282 95 41 76 70
전체 % 33.68 14.54 26.95 24.83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a>b>c>d.

<표 6>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요인명 문항내용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외모지향

나는 옷맵시가 동료보다 나은 편이다. .839
옷을 잘 입는 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809
나는 최신 유행의 옷을 한 벌 또는 두 벌 이상 가지고 있다. .754

사교지향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기 쉬운 편이다. .846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667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658

성공지향

나는 나의 직무분야에 있어서 일인자가 되고 싶다. .748
나의 최대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다. .714
나는 활동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522

보수성향

여성들의 생활은 가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41
영화는 반드시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59
자녀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568
나는 별로 외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492

eigen-value 3.125 1.639 1.583 1.146
분산 16.54 15.45 13.40 12.25

누적 분산 16.54 31.99 45.39 57.64
M 3.49 3.45 3.96 2.62

S.D  .71  .66  .64  .56
Cronbach’s α .768 .647 .603 .653

<표 5>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요인명 문항내용 factor1 factor2 factor3

생활편의
추구

식사 준비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용 한다. .806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764
휴식을 취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613
다른 가족구성원의 외식요구에 따라 이용한다. .402

분위기 및 
친목도모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746
이성친구와의 데이트 때문에 이용한다. .672
식사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서 .579
친지 및 친구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이용한다. .438

다양한
음식추구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 .828
가정에서 맛 볼 수 없는 특별한 요리이기 때문에 이용한다. .817

eigen-value 2.61 1.53 1.42
분산 23.69 13.88 12.86

누적 분산 23.69 37.58 50.44
M  2.71  3.24  3.51

S.D  .65  .54  .61
Cronbach’s α   .656   .652   .635

<표 7>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 요인분석

3)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 및 유형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를 분류하기 위하여 이용동

기 13문항에 대하여 Eiegn-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

하치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7 참조). 
분석결과, 이용동기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0.44%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ah값이 요인1은 .656, 요인2는 .652, 요인3은 .6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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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내용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시설 
및 

서비스

고객에게 문제발생시 대처 능력 .705
종사원의 신속한 서비스 .694
종사원들의 단정한 용모 .620
예정된 시간 내의 음식제공 .585
종업원의 접객태도 .552
화장실의 청결성 .480
실내장식 .429
고객의 수용능력 .401

음식 
및 

가격

각종 제휴카드나 할인카드 .729
음식의 맛 .632
가격 .576
다양한 디저트 제공 .507
메뉴 선택의 다양성 .477

매장
이미지

식당의 유명도(상표선호도) .753
레스토랑의 체인규모 .662
TV, 라디오 광고나 프로그램을 
통한 소개

.660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 .628
건물의 외양 .504
주위환경 .419
레스토랑의 평판 및 이미지 .404

부대
서비스

놀이시설 구비 .699
주차시설 .608
흡연석과 비흡연석의 구분 .413

eigen-value  6.89  2.26  1.31  1.21
분산 28.73  9.43  5.46  5.02

누적 분산 28.73 38.16 43.62 48.64
M  4.22  4.35  3.45  3.79

S.D   .48   .45   .54   .70
Cronbach’s α .824 .726 .748 .601

<표 9>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요인분석

나타났으며, 요인1은 시간절약과 편리성과 관련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생활편의추구’로, 요인2는 분위기, 축하 등과 

관련된 모임과 관련된 ‘분위기 및 친목도모’로, 요인3은 

맛있는 요리, 특별한 요리추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다양한 

음식추구’로 명명하였다.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의 분석결과, 다양한 음식추구

(M=3.51)가 가장 높으며, 분위기 및 친목도모(M=3.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편의 추구(M=2.71)는 가장 낮았

다.
20대 미혼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를 유형

화하기 위하여 이용동기의 하위차원인 생활편의 추구, 
분위기 및 친목도모, 다양한 음식추구 요인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결과, 
<표 8>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요인

생활편의
추구형

미분류 
집단

분위기 및 
친목도모형

다양한
음식추구형

F값

생활편의
추구

.6851a .1378b -.7184c -.6604c  48.754***

분위기 및 
친목도모

.5881b -1.1812d .8732a .1251c 118.948***

다양한
음식추구

.2351b -.4259c -1.7151d .6032a  73.255***

N=282 95 75 25 87
전체 % 33.68 26.60 8.87 30.85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a>b>c>d.

<표 8>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의 유형화

<유형 1>은 3개의 요인 중 생활편의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나 ‘생활편의 추구형’으로, <유형 2>는 이용동기 요

인 중 어느 요인도 높게 나타나지 않아 ‘미분류집단’으
로, <유형 3>은 분위기 및 친목도모 요인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 ‘분위기 및 친목도모형’으로, <유형 4>는 다양한 

음식추구요인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 ‘다양한 음식추구

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 282명중 보수지향형은 

95명으로 33.68%, 미분류집단은 75명으로 26.60%, 분

위기 및 친목도모형은 25명으로 8.87%, 다양한 음식추

구형은 87명으로 30.84%로 나타났다. 

4)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택속성 

24문항에 대하여 Eiegn-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치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분석결과, 선택속성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8.64%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ah값이 요인1은 .824, 요인2는 .726, 요인3은 .748, 
요인4는 .601로 나타났다. 요인1은 소비자의 수용능력, 화
장실의 청결성과 실내장식 등의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시설 및 서비스’로, 요인2는 가격과 

계산시의 제휴카드나 할인카드를 통한 가격할인, 음식의 

맛 디저트, 그리고 메뉴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음식 

및 가격’으로, 요인3은 체인규모, 유명도, 광고, 주변환경, 
평판 건물외양 및 주위환경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매장이

미지’로, 요인4는 놀이시설구비, 주차시설, 비흡연석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부대시설’로 명명하였다.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의 분석결과, 시설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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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종속

보수지향형 집단 사교지향형 집단 외모지향형 집단 성공지향형 집단
F값

M S.D M S.D M S.D M S.D
시설 및 서비스 4.10b .55 4.24ab .48 4.33a .40 4.26ab .45 3.543*
음식 및 가격 4.26b .50 4.28b .50 4.46a .34 4.39ab .43 3.537*
매장이미지 3.48 .56 3.38 .47 3.48 .58 3.43 .53 .417
부대서비스 3.80 .67 3.78 .81 3.72 .79 3.86 .57 .476

*p<.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a>b.

<표 1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속성의 차이분석

독립
종속

생활편의추구형 미분류 집단 분위기 및 친목도모형 다양한 음식추구형
F값

M S.D M S.D M S.D M S.D
시설 및 서비스 4.28a .46 4.07b .53 4.21ab .50 4.28a .45 3.340*
음식 및 가격 4.40a .42 4.16b .55 4.30ab .45 4.47a .33 3.479***
매장이미지 3.28b .48 3.35b .51 3.58a .46 3.45ab .63 3.639*
부대서비스 3.88a .63 3.68ab .80 3.53b .69 3.86a .66 2.633*

*p<.05,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수준에서 유의성 검증 a>b.

<표 11> 이용동기에 따른 선택속성의 차이분석

(M=4.22)와 음식 및 가격(M=4.35)을 중요하게 생각하

며, 부대시설(M=3.79), 매장이미지의 순(M=3.4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분석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20대 미혼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패밀리레스

토랑 선택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선택속성 요인 중 시설 및 서비

스요인과 음식 및 가격요인에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시 

외모지향형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집단에서 시설 및 서

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지향

형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선

택속성 중 음식 및 가격 요인역시 외모지향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보수지향형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

나 선택속성 요인 중 매장이미지와 부대서비스의 경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동기에 따른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20대 미혼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에 따른 

선택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용동기 유형에 따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 선택속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시설 및 서비스(p<.05)와 음식 및 가격(p<.001)요인의 

경우 생활의 편의추구형과 다양한 음식추구형에서 시설 

및 서비스의 고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

기 및 친목도모형은 중간수준으로 미분류집단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매장이미지(p<.05) 요인은 이용동기 집단 중 분위기 

및 친목도모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다양한 음식

추구형이 높았고, 생활의 편의추구형과 미분류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3)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20대 미혼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

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

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및 외식비의 효과를 통제

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독

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관

관계분석 및 VIF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제기되지 않아 분석에 적용하였다. 패밀리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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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재방문의도

B β 유의도 검증

Constant 3.197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a .034 .022
학력 -.027 -.032
소득 .011 .013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072 .166 **

외식비 -1.2E-07 -.028

선택속성

시설 및 서비스 .374 .190 *
음식 및 가격 .239 .108
매장이미지 .489 .270 **
부대서비스 .513 .335 **

수정된 R² .084
F-value 2.759**

*p<.05, **p<.01, a: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처리

<표 13>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소비자만족

B β 유의도 검증

Constant 3.690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a -.096 -.068
학력 -.093 -.120 *
소득 .006 .008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081 .202 **

외식비 -9.5E-08 -.024

선택속성

시설 및 서비스 .333 .183 *
음식 및 가격 .063 .031
매장이미지 .406 .242 ***
부대서비스 .428 .302 **

수정된 R² .111
F-value 3.789***

*p<.05, **p<.01, ***p<.001, a: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처리

<표 12>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선택속성 변인과 위에서 설정된 통제변인을 투입한 소비

자만족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11.1%
로 나타났다. 선택속성 요인 중 시설 및 서비스, 매장이

미지 및 부대서비스가 소비자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및 서비스를 고려하는 소비자

일수록, 부대서비스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그리고 매

장이미지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20대 미혼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재방

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

령, 학력, 소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및 외식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투

입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VIF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아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변인과 위에서 설정된 통제

변인을 투입한 패밀리레스토랑 재방문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8.4%로 나타났다. 선택속

성 요인 중 시설 및 서비스, 매장이미지 및 부대서비스가 

패밀리레스토랑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패밀

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시설 및 서비스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

록, 부대서비스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그리고 매장이

미지를 고려하는 소비자일수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재방문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비자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20대 미혼직장인의 패밀리레스토랑 소비자만족이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

령, 학력, 소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및 외식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투

입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VIF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아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통제변수와 소비

자만족을 포함시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들에 의한 설명력은 56.2%로 나타났다.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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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재방문의도

B β 유의도 검증

Constant .315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a .125 .082 *
학력 .050 .059
소득 .009 .010
패밀리레스토랑 
이용횟수

.006 .014

외식비 -2.2E-08 -.005
소비자만족 .807 .748 ***
수정된 R² .562
F-value 58.743***

*p<.05, ***p<.001, a: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처리

<표 14> 소비자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식 소비수요의 주요대상층인 20대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첫째, 라이프스타일 및 패밀리레스토

랑 이용동기를 확인하여 유형화하고, 패밀리레스토랑 선

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속성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및 이용동기에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을 분석하고, 셋째,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

자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넷째,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이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비자

의 만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정책을 위한 기초자

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패밀리레스토랑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선택속성의 분석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선택속성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홍범, 허창(1997), 윤성호(2002), 전원배, 박인

규(2001)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사교지향형 라이

프스타일과 성공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에서 시설 및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대 미혼 직장인의 외식 소비패턴이 단순한 식사대

용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중

요함으로 이들을 위한 새롭고 차별화된 시설 및 서비스

가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의 패밀리레스토랑 이용동기유형에 따른 

선택속성의 분석결과, 이용동기 유형에 따라 선택속성요

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문

호(2004), 김홍범, 허창(1998), 박희정(2001), 백용창

(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용

동기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양한 음식 추구형의 소비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시설 및 서비스, 음식 및 가격, 매장

이미지 및 부대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패밀리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위기 및 친목도모형 소비자는 시설 및 서비스, 음식 

및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고려하고 다른 이용동기

유형에 비하여 매장이미지를 높게 고려하지만 부대서비

스에 대한 고려는 다른 이용동기유형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생활편의 추구형 소비자는 다른 이용동기 유형집단에 

비하여 시설 및 서비스, 음식 및 가격, 부대서비스 요인 

중 고려하지만 매장이미지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선택에

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

편의 추구형 소비자의 경우 매장이미지 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의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셋째, 선택속성이 패밀리레스토랑 소비자만족에 미치

는 영향의 분석결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은 부분적

으로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고재윤 외, 2006; 김순하, 2001; 
윤태환, 2006; 이대홍, 2001; 이애주 외, 2003; 이정실, 
김의근, 2003; 이창기, 권영린, 2001; 진양호, 2000; 정

경희, 2004; 조재경, 2005; 최민우, 양봉석, 2008; 최우

홍, 2003; 형미영,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4개의 요인 중 음

식 및 가격 요인을 제외하고 시설 및 서비스, 매장이미

지, 부대서비스의 선택속성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소비자측면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에 따른 소비자만족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소

비자의 욕구에 맞는 분위기와 메뉴의 개발을 통하여 20
대 미혼 직장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와 함께 소비자들은 부대서비스에 대한 고려도 높게 나

타났으므로 주차서비스와 주차공간의 확보, 흡연석과 비

흡연석의 구분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서비스를 갖

추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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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택속성이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재방문의도

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속성요인은 음식 및 가격보다는 시설 

및 서비스, 매장이미지 및 부대서비스 요인을 더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또한 패

밀리레스토랑 이용 후 소비자만족은 설명력 56.2%로 재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Oliver(198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소

비자만족이 구매 후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태도

는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로 

패밀리레스토랑 소비자만족에 의해 재방문의도가 결정되

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비자만족, 재방문

의도와 관련된 선택속성으로 시설 및 서비스, 매장이미

지, 그리고 부대서비스가 공통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

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수반하여 소

비자를 둘러싼 시장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

비자의 역할과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직장인

의 식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외식빈도의 증가 등

은 식생활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패밀리레스토랑의 선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적

인 측면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과 이용동기요인을 확인하고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시 고

려하게 되는 선택속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만족 및 재방문의도와의 관련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비자들이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의사결정 시 소

비자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학의 측면에

서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소비자 선택의 측면에서 라이프스타일 및 이용동기 

요인을 파악하여 유형화하였으며,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이 이용 후 소비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패밀리레스토랑과 

관련된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패

밀리레스토랑 이용 시 소비자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요소

들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처방안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소비자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20대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인구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패밀리레스토랑은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

랑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소비자만족, 재방

문의도, 라이프스타일, 이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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