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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OHAS images of Japanese restaurants on 
customers' menu selection and satisfactio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proposing detailed marketing 
directions by deriv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actors of LOHAS images and to suggest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for using LOHAS images to improve menus at Japanese restaur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hypothesis 1, “LOHAS images will influence essential 
factors,” it was found that healthy ingredient, family-oriented, eco-friendly, sustainability, and energy-saving 
factors were influential. With greater family-oriented, sustainability, healthy ingredient, and eco-friendly 
factors in LOHAS image, interests in essential factors increased. Second, family-oriented, energy-saving, 
social-oriented, and sustainability factors in LOHAS imag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menu. Third, eco-friendly, sustainability, family-oriented, energy-saving, healthy 
preparation, and healthy ingredient factors in LOHAS imag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Fourth, essential factors i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Japanese restaurant menu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Fifth, environmental factors in Japanese restaurant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first, 
Japanese restaurants would be able to build a better image with customers by providing menu items that are 
family-oriented, sustainable, and energy-saving.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study how LOHAS factors 
influence customers' general purchase decisions and psych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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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제  정서의 변화를 보면 LOHAS는 

WELL-BEING과는 달리 자신의 건강  행복과 

더불어 지구환경과 주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배려하는 삶의 행동방식이다. 한 후 에 물려 

 지속가능한 소비기반을 생각하는 소비패턴으

로, 사회, 경제, 환경  토 를 태롭게 하지 않

는 범  내에서 건 한 소비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다음 세 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릴 수 있

도록 배려하는 명한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LOHAS는 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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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사회, 그리고  지구 으로 건강하게 살

고자 하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차 으로 그 향력을 넓 가고 있는 새로운 

트랜드이다(Lee YJ 2009; 주 식 2008).
재 국내에서는 웰빙 트랜드에 의한 라이 스

타일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장 부각

되는 소비자는 ‘한국  웰빙’의 특징을 지니고 있

는 웰빙 소비자와 이타 인 성격의 LOHAS소비

자라 할 수 있다. 사실 웰빙 소비자라고 함은  

세계 으로 웰빙 트랜드의 가치 을 공유하고 그

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를 의미한

다(이화선 2005).
로하스족은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상품은 

극 구매하고 이념에 상반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도

록 안티(anti)캠페인을 벌이는 극성도 겸비하고 

있고, 건강메뉴 제공에 한 심과 더불어 건강

과 환경을 고려한 로하스  조리법과 식사제공에 

심이 많으며 이런 시  요구에 맞추어 외식

시장에서는 칼로리, 지방제품이 웰빙식으로 

선보이고 있고, 호텔 스토랑 내 ‘건강식코 ’, '
양식코 ‘가 개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Lee 

YJ 2010).
한편 일본요리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식품고유

의 맛과 멋을 최 한 살릴 수 있는 조리 방법 때

문에, 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고 맛

과 색상과 기물, 그리고 공간의 조화를 술 으

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 흔 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오 수 2007). 한 일식 스토랑의 경우

는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살아있는 생식자재의 취

이 많고, 개별 주문 후 제조한다는 이 강하다

(안효주 2007). 
최근 건강에 좋은 자연 음식에 한 심과 더

불어 신선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생선회에 한 

심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서구인들에게도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음식문화는 우리나

라와 이웃하고 있어 유사한 이 많고 한국형 일

본 스토랑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Jeon KC 
등 2005).

이처럼 국내에도 차 일식 스토랑 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로하스  메뉴에 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식 스토

랑과 련한 건강 메뉴나 로하스 이미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

(needs)를 반 한 새로운 트랜드를 반 하기 해 

미국의 내추럴마 연구소가 발간하는 LOHAS
소비자를 특징짓는 주요변수와 LOHAS선행 연구 

논문을 토 로 기업의 이미지인 LOHAS이미지를 

일식 스토랑 이미지에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일식 스토랑의 

LOHAS이미지가 고객의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둘째, 향후 

일식 스토랑의 세분화된 마  방향 제시와 메

뉴개선 시 LOHAS이미지의 실용 인 방안을 제

공하고 효과 인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일식 스토랑

일식 스토랑은 타 스토랑과 비교할 때 별다

른 차이는 없지만 일반 으로 고객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서양요리와는 달리 회, 구
이, 찜 등 조리법에 기 을 두고 고객과 화를 

나 면서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생선 밥 코 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이라 할 수 있다. 일식

스토랑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품목에 의해서 구분

이 되고 있으며 식자재를 구입해서 가공하여 

매한다는 것에서는 다른 스토랑과 별 차이가 

없다. 일식 스토랑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법규

(식품 생법)상 업 신고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을 신청할 때 단순히 일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패스트푸드 인지 패 리 스토랑인지 구분하

기 어렵지만 한국음식업 앙회에 신고 된 일식

스토랑의 수는 12,902개이다(Chang DS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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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식의 특징을 구체 으로 나열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생선회․생선 밥 등 가열하지 

않고 신선한 식품을 생식하는 조리법이 발달하

다. 둘째, 계  감각을 매우 요시한다. 서양요리

에 비해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등의 장기 장된 

식재료 보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

하여 계 감을 살린다. 셋째, 섬나라이므로 어패

류요리가 발달하 다. 넷째, 요리를 담는 데에도 

동양철학을 담고 있다. 여백과 농담(濃淡)의 조화

를 요시하는 동양화처럼 공간과 색상의 조화를 

히 여긴다. 다섯째, 자연소재의 기물을 다양하

고 술 으로 활용한다(나뭇잎, 나무, 죽공

품, 바구니, 칠기그릇, 종이, 나무열매, 나무껍

질, 토기, 자기, 속, 유리 등). 여섯째, 자연으로

부터 얻은 재료의 고유한 맛과 멋을 최 한 살리

며 체로 담백한 맛을 추구한다. 일곱째, 비교  

양이 으며, 미  감각을 요시 한다. 여덟째, 
근래에는 외국의 요리를 받아들여 일본의 풍토에 

맞게 계량하여 정착한 요리가 발달하 다(돈가

스, 쓰끼야끼. 샤 샤 , 철 구이 등). 아홉째, 식
품산업이나 외식업에 있어서 컨셉이 되어 자연 

지향 ․친환경  요리이다. 조리법에 있어서도 

가열을 하지 않는 생식법이 발달하 고, 조리를 

하더라도 재료 자체의 맛과 특성을 잘 살리며, 음
식을 담을 때에도 자연소재의 기물을 이용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박병학 2001; 정우석 

2005; Park GY & Cha KO 2007)). 
일식 스토랑의 종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류가 제 로 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업

태별로 구분하여 료떼(요정), 캅뽀(고 문일식

), 이자까야(요리주 ), 야따이(포장마차형 음

식 ) 등의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

동, 소바, 돈가스, 덮밥 등의 문 음식 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식 스토랑은 생선회를 주 

메뉴로 한 횟집, 고 생선회와 생선 밥을 주메

뉴로 하는 고  일식 (호텔 일식당 포함),  

일식 (돈까스, 일본식 생라면, 우동 등)과 체인

형 일식 (돈까스, 우동, 밥, 참치회 등) 등이 있

고 녁 업만을 하는 이자까야(요리주 )등이 

있다(안효주 2007; Chae BS 등 2007; Chang DS 
등 2008).

2. 로하스(LOHAS)

로하스라는 명칭은 몇 년  특정한 유형의 소

비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기회

를 규정하기 한 용어로 ‘컨셔스 미디어(media)'
의 마 터들에 의해 고안 되었다. 로하스(LOHAS)
라는 용어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로하스는 말 그 로 지

속가능성, 그리고 건강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 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건강, 환
경, 사회정의, 자기발 과 지속 가능한 삶에 가치

를 둔 소비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자신과 

가족의 정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후 에 

물려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시하는 사람

들을 말하는 것이다(Lee YJ 2010; 이화선 2005).
로하스(LOHAS)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후

에 물려  지속 가능한 소비기반(sustainability)
을 생각하는 소비패턴이다(서남미 2003). 즉 로하

스(LOHAS)는 사회, 경제, 환경  토 를 태롭

게 하지 않는 범 에서 소비함으로써 다음 세

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릴 수 있도록 배려

하는 명한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의미한

다(Lee YJ 2009). 
로하스는 ‘health’에다 ‘sustainability’에 강조를 

둔다고 말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할 때 나 혼자만

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까지 생각

하며,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재생이 가능한 제품

을 극 으로 구매해 환경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의 괴를 막아 우리가 렸던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 시키자는 개념

인 것이다. 어  보면 웰빙과 로하스를 같은 개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웰빙과 로하스는 분명 

차이가 있다. 웰빙은 ‘자신과 가족의 건 하고, 건
강한 삶을 한 소비자’이지만 로하스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미래의 후손까지 건강한 삶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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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소비자’이다. 
즉 나와 가족의 건강과 삶을 우선시 하는 국내의 

웰빙 소비자와는 분명히 다르다(Lee YJ 2010; 김
한·임희정 2004). 
로하스는 1990년  말부터 웰빙 트 드에서 발

된 라이 스타일  하나로, 미국에서는 우리의 

웰빙 소비자들처럼 로하스 소비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로하스 소비자 역시 뿌리가 웰빙 트 드이

기 때문에 자연오염문제, 고령화 사회 진입등은 

국내의 웰빙 트 드와 등장배경이 같지만, 그 뿌

리가 매우 깊기 때문에 딱히 어떤 가치  때문에 

로하스가 상했는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해
외 웰빙 트 드에 용해되어 있는 운동들을 살펴

보면 채식주의, 생태주의, 친환경 주의 등 기계화

된 문명과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한 반성으

로 발생된 사회 안운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선 2005). 
로하스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한 의문은 그린

마 이나 친환경단체들의 맥락과 같이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면서 세계는 환경문제, 자원부족, 폭발  인구증

가 문제에 착하면서 환경문제와 오염을 해결하

기 한 환경 친화 인 활동과 먹는 음식에도 민

감해지면서 친환경 식자재에 한 심도 증 되

고 있다. 기업들도 기존의 이윤추구만을 강조하

는데서 벗어나 환경보  는 생태계의 균형화를 

한 노력을 통해 환경문제에 심을 갖기 시작

한 소비자들의 길을 끌어들이고 있다(Walley 
N․Whitehead B 1994). 최근에는 친환경제품에

서 더 나아가 로하스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친환경 주의자와 

로하스 소비자의 다른 은 로하스 소비자는 환

경 친화 인 개념에 건강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Lee YJ, 2010). 따라서 윤리 , 
도덕 인 면이 강했던 친환경주의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해서 자발 으로 행하

는 소비가 로하스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993년 국제소비자연합기구(IOCU)가 새로운 소

비자행동의 이념으로서 탄생시킨 ‘지속 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의 개념은, 기본 으

로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환경시스템에 도달

하기 해서 생산과 개발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양식

과 소비패턴의 변화역시 매우 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임경혜 2001).
미국은 로하스(LOHAS) 산업이 우리보다 먼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의 분포가 다양하고 명확하

게 구분되어져 있다. Natural Business Communi-
cations는 2000년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로

하스 산업을 5개의 섹터(sector)로 구분하여 소개 

했는데 그 다섯 개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심
형석․송명진 2004). 친환경 사업(sustainable eco-
nomy)분야, 건강생활(healthy lifestyles)분야, 
체의학(alternative healthcare)분야, 자기계발(per-
sonal development)분야, 생태생활(ecological life-
styles)분야 등으로 생태생활의 경우, 생태가정  

생태작업장 상품, 유기농섬유, 재활용섬유제품, 
환경 친화  설비, 환경투어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김민주 2006; 이화선 2005; 김 한·
임희정 2004).

이상의 로하스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를 미국의 내추럴 

비즈니스 연구소(Steve F & Gwynne R 2005)와 

서동구(2008)의 연구에서 다룬 LOHAS이미지 측

정 요인들 즉, 친환경 인 제품을 선택, 환경보호

에 극 , 재생원료를 사용한 린넨류  용품을 

사용, 건강을 고려한 메뉴, 친환경 인 식자재 사

용, 건강을 고려한 메뉴가 많은 곳, 지속가능한 시

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 환경에 한 질  수

이 높은 곳, 환경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 체사

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기법으로 고객지향성

을 추구,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재료를 사

용하는 곳 등의 항목을 으로 사용해 일식

스토랑의 LOHAS이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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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선택 속성

외식소비자는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기 에 여

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기를 원하며, 선택하려고 

하고, 이런 외식 소비자가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음식선호 패턴은 순간 

는 지속 인 선택행동의 결과를 형성한다. 이처

럼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음식을 소비하기 

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등에 의해 향을 받으

며, 소비자들은 음식에 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

로 서비스와 제품을 비교하여 메뉴를 선택하고 행

동으로 옮기고, 음식선호 패턴은 순간 는 지속

인 선택행동의 결과로 형성된다. 음식을 선호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질 요인․비본질

 요소․생물 ․생리 ․심리  요인, 개인  

요인, 사회․경제  요인, 문화  종교  요인으

로 분류되며, 이 에서도 본질  요소가 음식을 선

택하는데 직 으로 향을 미치고, 비본질  요

소는 외부 향요인으로 선호태도에 향을 미친다

고 보고된다(Khan, MA 1991; 손한나 2007).
일반 으로 음식의 양은 생활수 과 한 상

계를 가지며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양’
보다는 ‘질’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

고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식사의 양이 

은 고객들은 메뉴의 다른 요인들보다는 음식의 

양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한 모든 사람의 

건강상태는 섭취하는 음식과 양에 따라 달라지

므로 음식의 질과 양은 건강을 유지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Sim YJ․Chun HJ 1994).
메뉴의 다양성은 스토랑 성격에 따라 아이템

의 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스토랑에서 다른 곳에 없는 아이템을 매한다

면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러한 스토랑

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메뉴를 선택할 때 

다양성은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메뉴

의 다양성과 아이템의 수를 늘리게 되면 식재료 

확보에 한 원가 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

양성의 제고는 아이템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이템의 다양화, 조리방식, 색상 등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다양성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한 스토랑의 형태에 따라서 고정메

뉴를 사용하거나, 혹은 계 별로 메뉴를 바꿔주

고, 자주 메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Schroeder 
JJ 1985; Lee SI․Ko JY 2010). 

메뉴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객

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음식의 

색은 메뉴의 색채 배색에 한 연구를 통해 색과 

미각의 일반 인 사례를 심으로 단색과 배색에 

한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조사를 통해 단색의 

경우 일반 으로 식감이 떨어지는 비선호색을 식

품에 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높다고 하 다. 소
비패턴은 색을 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식 

트랜드의 향으로 건강지향의 소비패턴을 지향

하고 있다. 최근 웰빙의 향으로 검정색 음식, 녹
색 음식 등 식감을 떨어뜨리는 비선호색을 사용

한 컬러 마 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Kim IH․Han KS 2007).

3. 고객만족

일반 으로 고객만족이라 함은 구체  거래에 

련된 고객의 만족으로써 특정기업과 련된 가

장 최근 거래경험에 한 즉각 인 구매 후 평가 

 단으로 감정 인 반응이라고 하 다(Oliver 
RL, 1993). Hellier P et al.(2003)은 “고객만족을 

고객들의 기 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서비스 

수행의 결과로부터 고객들이 느끼는 반 인 즐

거움 는 흡족함의 정도” 라고 하 고. Kotler 
P(2003)는 “기 와의 계에서 제품의 지각된 성

과를 비교한 결과 지각된 기쁨 혹은 실망에 한 

한사람의 느낌”으로 정의하 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고객만족의 사 , 사후

 주요변수와 련한 연구에서 특히 메뉴의 

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Lee IS 등(2009)은 호텔

연회장 스토랑 이벤트에서 메뉴선택 시의 고려 

속성 요인이 고객만족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고, Jegal YJ 등(2009)은 청소년이 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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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메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이상화(2007)는 일

본요리에서 신선하고 계  재료를 메뉴에 극 

활용하고 이벤트  행사메뉴를 극 활용함으로

써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 다. Park 
GH 등(2008)는 웰빙 메뉴가 자기만족을 유도한

다고 보고하 고, 주 식(2008)은 스토랑의 

LOHAS이미지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개인  차원

에서의 반 인 서비스에 한 지각된 성과로 

정의하고 일본 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과 메뉴의 본질 , 환경  요

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에 주목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는 LOHAS이미지가 메뉴선택과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로써 기존에 

호텔, 한식, 양식 스토랑의 이미지에 한 연구

는 많이 있었으나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실정이고, 로하스 이미지 연구도 부분 기업

체에서 미국의 네 럴 마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일식 스토

랑에 맞는 로하스 이미지측정을 한 후 메뉴선택

행동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볼 필

요성이 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식 스

토랑의 로하스 이미지를 측정하고 도출된 요인이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스토랑 로하스 이미지와 

메뉴 선택 행동과 련한 많은 연구(Lee YJ 2010, 
Cho WJ 2009, Kim M․Lee YJ 2009, Lee YJ 
2009, Kwon YJ 등 2007, Park IK 2008)에서 로하

스이미지가 메뉴선택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쳤

다는 보고와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 변수로 친

환경성, 건강식생활. 지속성, 자원 약, 가족지향

성, 건강식재료, 건강조리성 등의 요인 항목들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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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하스 이미지 요인들이 메뉴 선택행동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소비자의 스토랑 메뉴선택 행동과 련한 

많은 연구(Cadotte ER․Turgeon N 1988; Um E
K․Park KK 2007)에서 음식의 질, 양, 양, 다양

성, 가격이 고객들의 메뉴선택속성에 요한 요

인이 된다는 보고와 Kim ST(2005), 정우석(200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메뉴선택행동의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와 본질  

요소가 구분되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스

토랑의 로하스이미지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Shin DS 2011; Seo DG․
Joo HS 2008)와 메뉴와 고객만족과 련한 많은 

연구(Jegal YH 등 2009; Lee IS 등 2009; Park GH 
등 2008; Um EK․Park KK 2007)에서 메뉴의 속

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는 보고에 

주목하여 다루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

의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식 스토

랑의 로하스 이미지와 메뉴선택행동  고객만족

과 향 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는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는 메뉴

선택의 환경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는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일식 스토랑 메뉴선택의 본질  요

소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일식 스토랑 메뉴선택의 환경  요

소는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설계

1)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국에 치한 일식 스

토랑을 이용한 고객을 상으로 선정하 다. 일
식 스토랑의 범주는 서울, 부산, 경주지역의 특

호텔 내 일식 스토랑을 비롯해 퓨 일식집, 
롤 스시 집 등의 일식요리를 기 로 하는 스토

랑을 이용한 고객도 그 범주에 포함하 다. 이들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는 친환경성, 건강식생

활. 지속성, 자원 약, 가족지향성, 건강식재료, 
건강조리성 등에 한 항목에 해 비 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본 조사는 2009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국 일식

스토랑을 이용한 고객을 상으로 450부를 배포

하여 42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한 12부
를 제외한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 구성은 먼 ,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LOHAS)이미지에 한 문항은 미국의 네

럴 마  연구소에서 발표한 12가지 항목과 

Park IK(2008), 주 식(2008), 서동구(2008), Jang 
SH 등, 2006) 등의 연구에서 도출한 7개 요인(친
환경성, 건강식생활. 지속성, 자원 약, 가족지향

성, 건강식재료, 건강조리성)의 문항을 부분 추출

하여 본 논문에 맞게 사용하 다. 설문지상의 척

도는 척도 1 ‘  그 지 않다’부터 척도 5 ‘매우 

그 다’ 로 이루어진 5  척도를 사용하 다. 둘
째, 메뉴선택 련 문항은 Kim ST(2005), 정우석

(2005), Lee IS 등(2009), Um EK․Park KK(2007), 
Jegal YH 등(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

토랑의 이미지, 스토랑의 분 기, 고  홍보, 
스토랑 소문 등 이용객이 메뉴를 선택할 때 메

뉴 선택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 문항과 메뉴의 계 성, 음식의 지명도, 음식

의 통성, 음식의 제공시간, 음식의 가격, 음식의 

맛, 음료와의 조화 등 본질  요소로 구분하여 측

정하 으며,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셋
째, 고객만족 문항은 Seo DG․Joo HS(2008), 정
우석(2005), 주 식(200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반 인 만족, 맛과 질의 만족, 서비스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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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408)

Variable Items Fre-
quency 

Percen-
tage Variable Items Fre-

quency 
Percen-

tage

Gender
Male

Female
250
158

61.3
38.7 Month 

average 
income
(won)

Below 1,000,000 won
1,010,000~2,000,000 
2,010,000~3,000,000
3,010,000~4,000,000 
4,010,000~5,000,000 
Over 5,010,000 won

156
40
52
70
50
40

38.2
9.8

12.7
17.2
12.3
9.8

Age

10s
20s
30s
40s
Over 50s

28
172
169
37
2

6.9
42.2
41.4
9.1
0.5

Occupation 

Student 
Company employee
Self-employed
Service industry
Others

156
186

6
18
42

38.2
45.6
1.5
4.4

10.3

Educa-
tional 
back-

ground

High school graduate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graduate
Above graduate school student

36
102
262

8

8.8
25.0
64.2
2.0

만족, 부 시설의 만족 등 4문항에 한 5  척도

를 사용하 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통계패키

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사용한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과 요인분석, 다 회귀분석과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결과 분석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표본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 

통계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소

득에 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250명
(61.3%), 여성 158명(38.7%)이었고, 연령층은 20
∼29세 172명(42.2%)과 30∼39세 169명(41.4%)
으로 20 와 30 가 많았다. 학력은 학교졸업

(재학) 262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월수입은 100만원미만 156명(38.2%)과 301-400
만원 70명(17.2%)이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이 

186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2. 일식 스토랑의 이용 행태  특성

응답자의 일식 스토랑의 이용횟수에서 년 1
∼4회가 221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식

스토랑을 선택하는 가장 요한 기 은 음식의 

맛이 244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일식 스토

랑의 방문 시 동반 고객은 친구․선후배가 126명
(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식 스토랑을 이

용하는 주된 목 은 친목도모가 135명(33.1%)으
로 가장 많았다. 일식 스토랑의 방문 시 이용 시

간 는 휴일 녁시간 가 186명(45.6%)으로 가

장 많이 조사되었고, 일식 스토랑의 방문 시 1회
(1인) 평균 사용 액은 2만원∼3만원 미만이 112
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일식 스토랑 이용 

시 선택정보는 이용경험이 181명(44.4%)으로 가

장 많았다.<Table 2>

3.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서 이론변수의 다측정항목 간의 내 일 성을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분석하 고,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들의 측정타당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기 해 구성단 별로 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후 요

인 재량을 단순화시키기 해 직각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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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havior and attitude quality of Japanese restaurants
(n=408)

Variable Items N % Variable Items N %

Frequency 
of visiting

1~2 tims a week 24 5.9

Staying 
time

Lunch time during weekdays 13 3.2
1~2 tims a month 106 26.0 Dinner time during weekdays 153 37.5
1∼4 times a year 221 54.2

Holiday lunch time 56 13.75∼8 times a year 57 14.0
Holiday dinner time 186 45.6

Important 
selection 
attribute

Position 21 5.1
Taste of food 244 59.8

Expenses 
per visit

Below 10,000 won 2 0.5
Reputation or tradition 64 15.7

10,001~20,000 78 19.1Sanitary condition 39 9.6
20,001~30,000 112 27.5Price 22 5.4

Service 12 2.9 30,001~40,000 84 20.6
Position and reputation of oneself 4 1.0

40,001~50,000 78 19.1
Others 2 0.5

50,001~100,000 48 11.8

Companion

Business connection 22 5.4
Over 100,001 won 6 1.5Friend․senior-junior relationship 126 30.9

Meeting members 72 17.6

Source 
of

information

Word of mouth 105 25.7
Girl/boy friend 66 16.2

Visiting experience 181 44.4family 122 29.9
Outdoors signboard 34 8.3

Reason 
for

visits

Business 28 6.9
Socializing 135 33.1 Newspaper·magazine·TV·Internet 72 17.6
Family meeting 95 23.3

Enterprise advertisement 6 1.5Event 56 13.7
Others 10 2.5Dining 94 23.0

(orthogonal rotation) 에서 베리맥스 회 (Vari-
max rotation) 방식을 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평가기 으로서 요인 재 값 0.4 이
상, 고유치(Eigen value) 기 인 1을 설정하 다.

<Table 3>은 일식 스토랑 로하스이미지 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요인 재 값 0.4 이
상, 고유치(Eigen value) 1이상을 기 으로 27개 

항목 에서 높은 상 계를 가져 비슷한 특성

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묶어 구성하 다.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사회지향성”, 요인 2는 “건강

식재료”, 요인 3은 “가족지향성”, 요인 4는 “친환

경성”, 요인 5는 “지속성”, 요인 6은 “건강조리

성”, 요인 7은 “자원 약성” 등으로 명명하 고, 
이들의 총 분산설명력은 66.281% 다.

<Table 4>는 메뉴의 본질  요소, 메뉴의 환경

 요소, 고객 만족의 측정 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  메뉴의 본질  

요소의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

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

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요인 재량이 0.638이
상이었고, 체분산설명력이 51.752%, Cronbach's 
Alpha 값이 0.843으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뉴의 환경  요소의 

측정 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

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

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요인 재량이 0.681이상이

었고, 체분산설명력이 55.358%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값이 0.725로 측정항목들의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만족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요인

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 재량이 0.586이상이었

고, 체분산설명력이 57.4825.358%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값이 0.746으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KMO 값과 

Bartlett 검정 값을 분석한 결과, 메뉴의 본질  요

소, 메뉴의 환경  요소, 고객 만족 각각의 KMO 
값이 0.848, 0.705, 0.712로 변수들 간의 상 계

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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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LOHAS image

Item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alpha

Society 
directivity

Benefit to the whole society .789

3.121 11.561

.787

.846
Promotion for beneficialness on the society .758 .815
The welfare of the whole society .725 .804
Using LOHAS products .687 .809

Health 
food 

material

Using low-emissio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745

2.290 10.813

.757

.814
Checking the place of origin on ingredients .717 .768
Using seasonal ingredients .708 .781
Using healthy ingredients .587 .786
Using high-grade cooking oil .569 .796

Family 
directivity

Space for the whole family to enjoy in .783

2.809 10.402

.829

.847
Having tendency to use with family .781 .830
Recommendation for beneficialness on family health .742 .777
Using for family health .733 .786

Environme
ntal-friend

liness

Using eco-friendly ingredients .705

2.408 8.920

.691

.757
Having a well-equipped environmental system .691 .715
Having a high quality environment .683 .690
Active i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634 .705

Durability
Using sustainable ingredients .794

2.367 8.765
.727

.813Using highly sustainable ingredients .775 .720
Equipped with durable facilities .733 .780

Healthy 
cooking

Having low calories .807
2.195 8.131

.555
.752Good for diet .787 .646

Cooked with a natural recipe .680 .648

Resource 
saving

Not using disposables .858

2.076 7.690

.656

.739
Using a nature-friendly container .748 .661
Easy to separate garbage collection .476 .708
Reasonable in price and volume .426 .691

KMO .880  Bartlett Approx Chi-Square 5283.074  P = 0.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66.281

타났고,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의 구상정치는 각각 1020.566, 350.140, 418.117
이고, 검정의 유의수 은 0.000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가설의 검증

1) 로하스 이미지가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에 미치는 향(H1)

가설 1은 로하스 이미지가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값은 

13.967, F유의도 .000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

명력은 .196로 19.6%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5>. 따라서 이 회귀성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본질  요소

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강식재료, 가족지

향성, 친환경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으로 나타

났으며, 이  β계수 값이 0.266으로 크게 나타난 

자원 약성이 가장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

음이 가족지향성(0.218), 지속성(0.187), 건강식재

료(0.152), 친환경성(0.134)순이었다. 이를 통해 

일식 스토랑에 한 건강식재료, 가족지향성, 
친환경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의 로하스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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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essential part, environmental part of menu and customer
satisfaction

Item

Factor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alpha

Essential

Taste of food .789

3.623 51.752

.804

.843

Seasonal menu .741 .816
Price of food .740 .819
Food preparation time .739 .814
Harmony with beverage .733 .816
Distinction of food .642 .830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food .638 .831

KMO .848  Bartlett Approx Chi-Square 1020.566  P = 0.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51.752

Environmental 

Image of the Japanese restaurant .806

2.214 55.358

.638

.725
Atmosphere of the Japanese restaurant .790 .626
Advertisement and public information .691 .698
Word-of-mouth about the restaurant .681 .693

KMO .705  Bartlett Approx Chi-Square 350.140  P = 0.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55.358

Custome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food taste & quality .830

2.299 57.482

.642

.746
Overall satisfaction .811 .654
Satisfaction with menu & services .781 .667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586 .732

KMO .712  Bartlett Approx Chi-Square  418.117  P = 0.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57.482

<Table 5> Influence of LOHAS image on the essential part of menu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
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Essential

(a constant)
Society directivity
Health food material
Family directivity
Environmental-friendliness
Durability
Healthy cooking
Resource saving

7.291
.044
.152
.218
.134
.187
.025
.266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4

.152

.218

.134

.187

.025

.266

.000

.978
3.381
4.854
2.996
4.163
.560
5.933

1.000
.328
.001
.000
.003
.000
.576
.000

R2=.196       Adjust R2 = .182        F = 13.967     Sig F = .000

지 성향이 높을수록 일식 메뉴의 계 성, 음료와

의 조화, 음식의 맛, 음식의 가격, 음식의 통성, 
음식의 제공시간 등에 한 메뉴의 본질 요소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하스 

이미지가 본질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2) 로하스 이미지가 메뉴 선택의 환경  

요소에 미치는 향(H2)

가설 2는 로하스이미지가 메뉴 선택의 환경  

요소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값은 

21.944, F유의도 .000으로 이 회귀성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77로 27.7%
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6>. 각 독립변수의 유

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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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uence of LOHAS image on the environmental part of menu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
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Environmetal

(a constant)
Society directivity
Health food material
Family directivity
Environmental-friendliness
Durability
Healthy cooking 
Resource saving

-8.984
.091
.157
.223
.197
.274
.091
.270

.042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91

.157

.223

.197

.274

.091

.270

.000
2.136
3.700
5.242
4.632
6.439
2.134
6.358

1.000
.033
.000
.000
.000
.000
.033
.000

R2=.277       Adjust R2 = .265        F = 21.944       Sig F = .000

<Table 7> Influence of LOHAS image on custome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Customer 
Satisfaction

(a constant)
Society directivity
Health food material
Family directivity
Environmental-friendliness
Durability
 Healthy cooking
Resource saving

4.186
-.007
.142
.226
.319
.232
.169
.219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07
.142
.226
.319
.232
.169
.219

.000
-.159
3.413
5.406
7.651
5.552
4.038
5.255

1.000
.874
.001
.000
.000
.000
.000
.000

R2= .303      Adjust R2 = .291        F = 24.882       Sig F = .000

 요소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강식재료, 
가족지향성, 친환경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으

로 나타났으며, 이  β계수 값이 0.274로 크게 

나타난 지속성이 가장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음이 자원 약성(0.270), 가족지향성(0.223), 친
환경성(0.197), 건강식재료(0.157)임을 알 수 있고 

일식 스토랑에 한 지속성, 자원 약성, 가족

지향성, 친환경성, 건강식재료 등의 로하스이미

지 성향이 높을수록 일식 스토랑의 이미지, 분
기, 고  홍보, 소문 등에 한 환경  요소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하스 

이미지가 환경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3)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H3)

가설 3은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값은 24.882, F유의

도 .000으로 이 회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303으로 30.3%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7>.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

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고객만족에 향

을 미치는 로하스이미지의 변수로는 사회지향성

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향력이 나타났으며, 
이  β계수 값이 0.319로 크게 나타난 친환경성

이 가장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음이 지속성

(0.232), 가족지향성(0.226), 자원 약성(0.219), 
건강조리성(0.169), 건강식재료(0.142)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로하스이미지에 한 친환경성, 
지속성, 가족지향성, 자원 약성, 건강조리성, 건
강식재료의 성향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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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part of menu on custome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Customer 
Satisfaction

(a constant)
environmental part

3.694
.460

.044

.044 .460
.000

10.433
1.000
.000

R2= .212    Adjust R2 = .210        F = 109.051       Sig F = .000

<Table 8> Influence of the essential part of menu on custome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Customer 
Satisfaction

(a constant)
essential part

2.851
.447

.044

.044 .447
.000

10.081
1.000
.000

R2= .200      Adjust R2 = .198        F = 101.633       Sig F = .000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하스이미지가 고객만족

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부분 채택

되었다. 한편 이와 련해 Seo DG․Joo HS(2008)
의 호텔 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와 고객만족와

의 향 계 연구에서는 로하스 이미지 요인  

친환경성 요인과 로하스 시스템 요인이 고객만족

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가설 H4 검증)

가설 3은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가 고객만족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

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값은 

101.633, F유의도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00으로 20.0%의 설명력

을 보 다<Table 8>.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

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고객만족에 향

을 미치는 본질  요소는 β계수 값이 0.447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일식 스토랑의 메뉴 선택속성 

 본질  요소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egal YJ 등(2009), Lee 
IS 등(2009)의 연구에서도 메뉴선택이 고객만족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한 보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질 요인은 고객만

족에 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5) 메뉴 선택의 환경  요소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가설 H5 검증)

가설 4는 메뉴 선택의 환경  요소가 고객 만

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값은 

109,051, F유의도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12로 21.2%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9>.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고객 만족에 향을 미

치는 환경  요소는 β계수 값이 0.460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일식 스토랑의 메뉴의 환경  요소

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Lee SI․Ko JY(2010)와 Kim 
ST(200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뉴의 환경  요소는 고객만족에 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일식 스토랑의 LOHAS이미지요인

이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세분화된 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일식 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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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뉴개선 시 LOHAS이미지의 실용 인 방안

을 제공하고 효과 인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OHAS이미지가 메뉴 선택의 본질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건
강식재료, 가족지향성, 친환경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의 5개 요인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일식 스토랑에 한 가족지향성, 지속

성, 건강식재료, 친환경성 등의 로하스 이미지가 

높을수록 음식의 맛, 메뉴의 계 성, 음식의 가격, 
음식의 제공시간, 음료와의 조화, 음식의 지명도, 
음식의 통성 등의 메뉴의 본질  요소에 한 

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LOHAS이
미지가 메뉴선택의 환경  요소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일식 스토랑

에 한 건강식재료, 가족지향성, 친환경성, 지속

성, 자원 약성 등의 5개 요인의 로하스 이미지가 

높을수록 메뉴의 이미지, 분 기, 고  홍보, 
소문 등의 환경  요소에 한 심 한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LOHAS이미지가 고객만

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일식 스토랑에 한 친환경성, 지속성, 가
족지향성, 자원 약성, 건강조리성, 건강식재료 

등의 로하스 이미지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메뉴 선택의 본질  요

소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 일식 스토랑의 메뉴의 본질  

요소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메뉴 선택의 환경  요

소가 고객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 일식 스토랑의 메뉴의 환경  

요소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 을 요약하면 일식 스토랑의 

LOHAS이미지 요인  가족지향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의 로하스 요인들이 메뉴 선택의 본질

, 환경 인 내․외  모두에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고객만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식 스토랑에 

해 느끼는 로하스이미지 등의 심리 인 행동이 

메뉴 선택이나 고객만족에 많은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식 스토랑을 운 하는 

외식업자들은 메뉴구성을 할 때 가족 인 메뉴, 
지속성이 강한 메뉴, 자원 약성이 강한 메뉴 등

을 주로 구성을 한다면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내외 으로 LOHAS 소
비자가 차 증가하고 있는 시 에 타 연구자가 

잘 다루지 않은 일식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 변

수를 이용해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고 스토랑의 로하스이미지가 높

을수록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도

출함으로써 외식업자들의 로하스이미지 리의 

효과 인 역할 수립 방안 제시와 더불어 폭넓은 

실무 , 학문  시사 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연

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들의 일반  특

성(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으로 측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

들을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구분하여 각 연구 단

들 간의 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식 스토랑을 이용한 

고객만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나 향후 더 

나아가 일반 스토랑, 커피 문 , 패스트 푸드

 등과 같은 다른 외식업체 들의 특성에 맞는 다

양한 로하스 이미지 요인의 연구와 향 계에 

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록

본 연구는 일식 스토랑의 LOHAS이미지요인

이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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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일식 스토랑 운 자들에게 세분

화된 마  방향 제시와 더불어, 향후 일식 스

토랑의 메뉴개선 시 LOHAS이미지의 실용 인 

방안을 제공하고 효과 인 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일식 스토랑에 한 가족지향성, 지속

성, 건강식재료, 친환경성 등의 로하스 이미지가 

높을수록 음식의 맛, 메뉴의 계 성, 음식의 가격, 
음식의 제공시간, 음료와의 조화, 음식의 지명도, 
음식의 통성 등의 메뉴의 본질  요소에 한 

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식

스토랑에 한 건강식재료, 가족지향성, 친환경

성, 지속성, 자원 약성 등의 5개 요인의 로하스 

이미지가 높을수록 메뉴의 이미지, 분 기, 고 

 홍보, 소문 등의 환경  요소에 한 심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식 스토랑

에 한 친환경성, 지속성, 가족지향성, 자원 약

성, 건강조리성, 건강식재료 등의 로하스 이미지

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일식 스토랑의 메뉴선택시의 본질  

요소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식 스토랑의 메

뉴선택시 환경  요소에 한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를 통해 일식 스토랑의 가족지향성, 지속성, 자
원 약성 등의 로하스(LOHAS) 이미지 요인들이 

메뉴 선택의 본질 , 환경 인 내․외  모두에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고객만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식 스토랑에 해 느끼는 로하스이미지 등의 

심리 인 행동이 메뉴 선택이나 고객만족에 많은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식 스

토랑을 운 하는 외식업자들은 메뉴구성을 할 때 

가족 인 메뉴, 지속성이 강한 메뉴, 자원 약성

이 강한 메뉴 등을 주로 구성을 한다면 고객들

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매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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