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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electing attributes of medicinal food on recognition & 
customer satisfaction in Gyeongju Area. For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20.0 for an 
empirical analysis. Moreover, the survey questions were sent out to 300 people and 256 questionnaires among 
them were returned for using the sampl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ecting attribut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while they didn't on the cognition of health food. 
Second, the cognition of health food and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Third, the service attribut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atisfaction while the nutrition attribute 
and the professionalism attribute did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dicinal restaurants should 
provide professionalism, service, nutrition in order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ir competitive 
power in the restaurant market.

Key words: medicinal food, service attribute, nutrition attribute, professionalism attribute, 
cognition of health food,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Ⅰ. 서  론

최근 로벌 추세로 음식문화와 함께 외국의 

농축산물과 식품이 량 수입되었고 국내외 조류

독감과 우병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정성 문제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한 불안감도  증가하

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가장 근본 인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매일 일상 으로 섭취하고 있는 음

식에 하여 심을 갖기 시작하 다(Lee SM 

2013). 한, 외식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에 있어 

환경과 건강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

향을 보이며, 다소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도 친환

경 이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품들을 선택하

는 추세이다(Choi SW et al 2012). 이처럼 먹거리

에 한 인의 심은 최근 힐링 트랜드와 더

불어 먹어서 육체 , 정신 으로 치유될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이것을 삶에 있어 행복과 즐거움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Kim JM(2007)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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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식생활과 건강의 

상 계를 인식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

하게 되며, 보양식이나 생식 등 건강을 한 식단

으로 식사의 패턴을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하 고, 
Liu JN(2006)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 건강과 련

한 메뉴들이 래 없이 폭발 인 심의 촛 이 

되고 있다고 하 다. 이에 Kapsak 등(2011)도 기

능성 음식은 식품시장에서 ‘약의 기능을 갖고 있

는 식품(food as medicine)'이라는 측면에서 일생

동안 섭취하는 식품의 이 에 하여 언 하고 

있다. 한, Medicine food news(1997)에서는 기

능성음식은 특정 질병을 완화시키고 험을 감소

시켜주는 음식이며, 기본 으로 양 인 기능 

외에도 만성 인 질병의 험을 여주고, 심리

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입증된 음식이라 

정의하 다. 이와 같은 에서 약선요리는 독

특한 성질, 색깔, 향기, 맛, 모양 등을 지니고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외식소비자들의 맛

있는 음식에 한 미식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리기능을 돕고 신체기능을 증진하여 질병발생

을 방하고, 질병치료의 보조  신체기능을 

진하는 등의 작용을 발휘한다(정구 ⋅차은정 

2005).
약선요리는 음식으로 질병의 방하거나 치료

하고 항노화 작용을 하는 건강음식 는 기능식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로부터 내려오는 

약식동원(藥食同原)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약식

동원(藥食同原)이란 식생활의 요성을 강조한 말

로써 약과 식품의 근원을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이는 동양의 통  사고에서 출발하 다. 실제

로 도라지, 쑥, 율무, 생강, 추, 무씨, 보리싹, 콩
나물이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김수범 2004). 우
리 선조들은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는 사고에

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인간과 자연을 분

리하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태 속에서 잘 

응하고 조화롭게 살지 않으면 그 부조화의 결과

로 병이 생긴다고 여겼으며, 그 발병의 원인을 생

태  인자로 보고 깨끗한 물, 당한 온도, 맑은 

공기, 좋은 토양과 더불어 몸에 맞는 당한 음식 

등을 요한 요인으로 생각하 다(곽 수 2010). 
한, 국내에서도 최근 질병의 방과 건강보 , 

항노화를 하여 한의학에 기 를 두고 식재와 

약재의 한 배합과 조리방법을 통한 약선요리 

문 들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im KH(2011)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약선음식에 한 심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약선음식을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요리 외에

도 교육, 역사, 서비스 분야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

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고, Lee SM (2013)도 

약선음식이 몇 년 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통해 

외식업계의 틈새(niche)시장으로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과 

다양한 욕구에 합한 새로운 음식개념, 새로운 

메뉴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힐링의 

시  흐름과 100세 시 의 도래로 식생활의 변

화와 더불어 보다 안 하고 건강한 메뉴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다양한 약선요리 메뉴

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문 인 지식을 가지

고 있으며 장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도 필요

한 시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약선요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주지역 주민들의 약선요리 선택속성이 인지도

와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하 다. 한, 이를 통해 최근 지로 다

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경주가 종가음식의 발달지

로 시작하여 약선요리의 심지로 정착하기 한 

토 를 마련하고자 하며 더불어 약선요리에 심

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자와 경 주에게 도움

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약선요리의 개념

‘약선(藥膳)’이란 한약의 ‘약(藥)’자와 반찬, 식
사의 ‘선(膳)’자로 구성된 단어로 한의학 이론에 

따라 음식을 요리하여 질병을 방하고,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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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하여 노환을 연완시키는 목 을 지닌 

것을 말한다(Han EL 2005). 이에 Kim GA(2008)
는 한의학에서 식품과 식용한약재를 이용하여 질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약선이

라 하고 단순히 식품만을 이용하여 질병을 방,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식료(食療) 

는 식치(食治)라고 보고한 바 있다. 신미경과 조

정순(2004)은 평상시 상식하는 식품이 약물 못지

않게 건강에 필수 인 요소라고 하 으며, Ahn 
MS(2002) 한 약을 쓰기 에 먼  음식으로 치

료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식재의 요성을 말

하기도 하 다. 박성혜와 박성진(2007)는 식료는 

약선이 아니지만 약선은 식료의 효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약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약물

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고 약선은 식(食)의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약(藥)의 특징도 가진다고 하 다. 
따라서 약선이란 한의학에 기 를 두고 약물과 

식물의 과학 인 배합과 조리방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방하고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며 노

화를 방지하는 식사요법이라 할 수 있다.

2. 약선요리의 분류

최만순(2007)은 약선요리를 연구내용에 의한 

분류, 식품재료에 의한 분류, 약선치료 방법에 의

한 분류 등으로 나  수 있으며 약선요리를 약선 

주요리, 약선 가루식품, 약선 음료, 약선 통조

림, 약선 보양탕, 약선 떡, 약선 엑기스, 약선 설탕

에 잰 과일, 기타류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 약
선에 사용되는 식품의 성질은 열성, 온성, 평성, 
양성, 한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사성(四性)
이라 하고, 5가지 맛인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신맛 등을 오미(五味)라 하는데 사성과 더불어 오

미는 음식을 조리하고 배합할 때 우선 으로 고

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이라 보고한 바 있다(곽
수 2010). 따라서 약선을 하기 해서는 체질과 

음식과의 이해가 먼  이루어져야 하며 식재와 

약재에 한 문지식과 과학 인 조리방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약선요리에 한 선행연구로 Lee SM (2013)는 

약선음식의 인지도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추천

의향에 미치는 향에서 약선음식을 어떻게 인지

하고 있는지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추천의향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Choi SW 등(2012)은 약선요리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 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향

에서 약선요리의 품질과 약선요리에 한 소비자

들의 지각된 가치, 재구매 의도, 추천 의도의 향

계를 악하고자 하 다. Lee SM⋅Hwang 
DU(2006)은 외식산업에서 약선음식의 인지도에

서 약   식품의 효능, 약선음식에 한 인지도

를 악하고자 하 다. 

3. 약선요리의 선택속성과 인지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제

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결정하고 나면 소비자들은 

구체 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Park YS 
2005). 선택에 한 의사 결정은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하여 선택까지의 총체 인 순환 과

정을 의미하며, 고객의 일정한 산으로 식당의 

이용여부, 식당의 종류, 이용시기, 메뉴 등을 의사 

결정하게 되어 주문, 소비  평가를 하게 된다

(Lee GO⋅Choi HJ 2007). 따라서 선택속성이란 

소비자가 선택할 때 요시 여기는 속성의 요

도와 선택하여 이용하고 난 이후에 지각되는 만

족도를 의미한다(Jun JH et al 2009).
Han HS⋅Oh MJ(2005)는 약선요리를 선택하는 

요 동기에 있어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욕구

와 기 의 심리라고 보고한 바 있다. 약선요리의 

선택속성은 일반 인 음식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그 약선메뉴  약선 문식당에서만 차별 으로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이며, 약선요리 소비자는 

선택속성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연상하게 됨으로

서 약선요리의 선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요한 요

소로서 작용한다(Choi SW 2010). 따라서 소비자

가 약선요리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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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문가가 문지식을 가지고 행 를 하는 

것에 하여 신뢰감과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선택속성에 한 선행연구로 Son YJ⋅Hong 

KW (2009)은 외식 소비자의 웰빙 수 과 웰빙 태

도가 스토랑의 선택속성에 미치는 향에서 웰

빙 트랜드에 따라 인식하는 외식 소비자의 웰빙 

수 과 웰빙 태도가 스토랑의 선택속성에 미치

는 향력을 악하고자 하 다. Jun GJ (2009)은 

형 할인 에서 식품 선택속성이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향에서 형 할인 에서 식

품 선택속성이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Kim GA(2008)는 약

선요리의 메뉴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약선요리의 어떠한 메뉴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 다. Kim 
JM(2007)는 약선요리 메뉴 선택속성과 고객 인지

도에 한 연구에서 다양한 약선메뉴를 개발하기 

해 소비자들이 요시하는 약선요리 메뉴의 선

택속성에 해서 연구하여 약선요리 상품개발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Do GB(2003)은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 한방

메뉴에 한 인지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득

이 높을수록 한방음식은 건강식이고, 화의 

필요성, 음식 맛에 해 모두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 다. Jo YS(2006)은 40 에서 

50  응답자들은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한약재  약선음식, 약선 식재료에 

해 심도가 높으며, 특히, 일반인들은 한약재

와 약선음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약재 

사용경험이 많은 조리사들은 약선 식재료에 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약선요리 인지도에 한 선행연구로 Kim 

JM(2007)의 약선요리 메뉴선택속성과 고객인지

도에 한 연구에서는 약선요리 인지도를 조사하

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 다, Jo YS 등
(2006)의 한약재  약선 식재료의 인지도에 한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특성과 식생활유형에 

따른 약선 메뉴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구체  

메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Lee SM⋅Hwang 
DU(2013)의 외식산업에서 약선(藥膳)음식의 인지

도에 한 연구에서는 약선음식에 한 인지도를 

악함으로써 직 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4. 고객만족도

고객만족이란 라틴어의 ‘satis(충분)+facere(만
들다 는 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취하거나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만족은 

고객의 성취반응이므로 정해진 수  이상으로 고

객의 기 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GA 
2008). Hunt(1975)는 고객만족을 최소한 소비자

가 기 했던 만큼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

을 때의 고객의 평가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이

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에 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어떤 상품이 고객이 가지는 기 치

와 욕구에 부응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에 의해 다

시 재구매 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의 감정  반응

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주지역 약선요리 문  이용경험

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Kim GA(2008), Kim 
JM(2007), Choi SW⋅Jin YH(2010)의 연구를 모

델로 참조하여 경주지역 주민들의 약선요리 선택

속성이 인지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Fig.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2) 연구가설

경주지역 주민들의 약선요리 선택속성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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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

고자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 다.
Kim JM(2007)는 약선요리 메뉴선택속성과 고

객인지도에 한 연구에서 건강요인, 맛요인, 가
격  입지요인, 화 요인 등을 도출하 고 건

강요인과 맛요인에서 모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다고 하 다. Kim GA(2008)는 약선요리의 

메뉴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

는 향에서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약선요리 선

택속성 요인 모두가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다고 하 다. Choi SW
⋅Jin YH(2010)는 외식소비자의 건강치향 메뉴가 

LOHAS와 약선음식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

에서 약선음식이 고객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

치며 약선음식의 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더 

높아진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역 주민들의 약선요

리 선택속성이 인지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1) 약선요리 선택속성과 고객인지도와의 계

약선요리 선택속성과 고객인지도와의 계에

서는 Kim JM(2007)는 건강요인, 맛요인, 가격  

입지요인, 화 요인 등을 도출하 고 건강요

인과 맛요인에서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 약선요리 선택속성은 고객인지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H1-1 : 양성 속성은 보양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1-2 : 문성 속성은 보양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1-3 : 서비스 속성은 보양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1-4 : 양성 속성은 문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5 : 문성 속성은 문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6 : 서비스 속성은 문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인지도와 만족과의 계

Sim KH(2011)은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른 

한국 약선음식 인지도  만족도 조사에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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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일반인에 비해 

상 으로 높다고 하 으며 약선음식의 인지도

를 높이기 해서 상별로 차별화된 약선음식 홍

보가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2 : 약선요리 인지도는 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2-1 : 보양에 한 인지도는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문성에 한 인지도는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약선요리 선택속성과 만족과의 계

Kim GA(2008)의 약선요리의 메뉴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부

산, 경남지역에서는 약선요리 선택속성 요인 모

두가 고객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SW⋅Jin YH(2010)의 외

식소비자의 건강지향 메뉴가 LOHAS와 약선음식 

 고객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약선음식이 고

객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3 : 약선요리 선택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1 : 양성 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3-2 : 문성 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H3-3 : 서비스 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1) 약선요리 메뉴선택속성

약선요리는 먹어서 약이 되는 먹거리라 정의하

고 Park HJ(2005), Kim JM(2007), Kim GA(200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편리성, 
생서비스, 특수 양식, 조화로운 양, 선도  

계 성, 가격, 맛 시, 문성  다양성, 친환경

 조리법 등 모두 9개 문항을 리커드 5  척도

(5=“매우 그 다”, 1=“  그 지 않다”: 이하 

동일)로 측정하 다. 

2) 인지도

약선요리 고객인지도의 선행연구는 Kang 
MS(2003), Do GB(2003)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

정․보완하여 심신안정, 질병 방  치료, 양

가, 문  증가, 렴한 가격, 맛과 미각 등 모두 

7개 문항을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하 다. 

3) 고객만족도

약선요리 고객만족도의 선행연구는 Kim 
GA(2008)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맛․양․질

의 만족, 가격만족, 반  만족, 재방문, 타인권

유 등 모두 5개 문항을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하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주지역의 약선요리를 먹어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약선요리 선택속성

이 인지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연구를 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2
년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총 3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82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 으며 수집된 자료  부 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256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표본자료로 사

용하 다. 

4. 통계처리

본 연구를 해 자료처리는 SPSS WIN 20.0 통
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응답된 자료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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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94 36.7

Female 162 63.6
Marital
status

Married 164 64.1
Unmarried 92 35.9

Age

20∼29 65 25.4
30∼39 33 12.9
40∼49 95 37.1
50∼59 40 15.6
60∼ 23 9.0

Education

High school 17 6.6
College graduate 151 59.0

University graduate 62 24.2
Graduate school 26 10.2

Occupation

Students 55 21.5
Housewife 35 13.7

Specialized job 38 14.8
Office job 22 8.6

Technical post 19 7.4
Sales-service 29 11.3

 Teacher 22 8.6
Public official 4 1.6
 Businessman 19 7.4

Agro-livestock industry 3 1.2
Others 10 3.9

Average
monthly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2 73 28.5
 2∼less than 4 108 42.2
4∼less than 6 48 18.8
More than 6 27 10.5

256 100

기 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요변수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상

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  특징

본 연구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한 빈

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

에서 남성이 94명(36.7%)이며, 여성이 162명
(63.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164명(64.1%), 미혼이 92
명(35.9%)으로 기혼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서는 40 가 95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60 가 23명(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
력에서는 문  졸업(재학)이 151명(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이 17명(6.6%)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55명
(2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축산업이 3명
(1.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소득으로는 월 2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

만이 108명(4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0
만원 이상이 27명(1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

하기 해 내 일 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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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selecting attributes

Article Service attribute Nutrition attribute Professionalism attribute
Serviceability .830 -.014 .075

Hygiene .737 .189 .200
Special-purpose food .629 .270 .030
Balance of nutrition .084 .841 .042

Freshness & seasonal item .230 .698 .230
Price .118 .589 .276

Importance of taste .029 .136 .910
Professionalism & diversity .277 .319 .648

Eigen value 1.780 1.770 1.425
Variance(%) 22.250 22.130 17.818

Cumulative variance(%) 22.250 44.380 62.198
Cronbach's alpha .617 .637 .604

KMO(Kaiser-Meyer-Olkn): 0.788, X2: 390.062, df: 28, P: 0.000

Alpha 계수에 의해 분석하 고,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구성 타당성을 제시하 다.
<Table 2>는 약선요리 선택속성에 한 결과로 

요인을 축소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9
개 문항  1문항은 요인 재량이 낮아 제거하고 

총 8문항을 요인분석에 용하 다. 요인을 추출

하기 한 기 은 아이겐값 1 이상으로 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 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 개념을 바탕으로 서비스요인, 양요인, 문

성요인 등 3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서비스속성, 
양속성, 문성속성으로 명명하 다. 한,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KMO(Kaiser-Meyer-Olkn) 측
도 결과 값이 0.788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

성 검증을 한 카이제곱 값이 390.602로 유의수

 p가 0.000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체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198%로 나타났고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

인 1은 편리성, 생서비스, 특수 양식 등의 변

수들로 묶어 요인명을 서비스 속성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617로 신뢰성이 확

보되었고 고유값은 1.780이며 체에 한 요인 

설명력은 22.250%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양조

화, 선도와 계 성, 가격 등의 변수들로 묶어 요인

명을 양 속성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637로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고유

값은 1.770이며 체에 한 요인 설명력은 

22.130%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맛 시, 문성과 

다양성 등의 변수들로 묶어 요인명을 문성 속성

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604
로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고유값은 1.425이며 체

에 한 요인 설명력은 17.818%로 나타났다.
<Table 3>은 약선요리 인지도에 한 요인분석 

결과로 2개 요인을 추출하 고, 각 요인을 구성하

는 문항들의 심 개념을 바탕으로 보양요인, 
문성요인 등 2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인지보양, 인
지 문성으로 명명하 다. 한, 모형의 합성

을 단하는KMO(Kaiser-Meyer-Olkn) 측도 결과 

값이 0.834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한 카이제곱 값이 695.694로 유의수  p가 

0.000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 

요인들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5.942%로 

나타났고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심신

안정, 질병 방  치료, 체력 증보강, 양가 등

의 변수들로 묶어 요인명을 인지보양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819로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고유값은 2.659이며 체에 한 요

인 설명력은 37.989%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문

 증가, 렴한 가격, 맛과 미각 등의 변수들로 

묶어 요인명을 인지 문성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711로 신뢰성이 확보

되었고 고유값은 1.957이며 체에 한 요인 설

명력은 27.9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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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customer's cognition

Article Cognition of health food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Comfortable mind & body .823 .213
Disease prevention & care .817 .110

Work hard on stamina .745 .287
Nutritional value .651 .441

Increase of specialty stores .271 .811
Affordable price .118 .806
Taste & palate .498 .560

Eigen value 2.659 1.957
Variance(%) 37.989 27.953

Cumulative variance(%) 37.989 65.942
Cronbach's alpha .819 .711

KMO(Kaiser-Meyer-Olkn): 0.834, X2: 695.694, df: 21, P: 0.000

<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Articl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aste & quantity & quality .855

Satisfaction with price .776
Overall satisfaction .854

Revisitation .840
Suggestion to others .840

Eigen value 3.476
Variance(%) 69.519

Cumulative variance(%) 69.519
Cronbach's alpha .889

KMO(Kaiser-Meyer-Olkn): 0.829, X2: 745.400, df: 10, P: 0.000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Mean±SD 1 2 3 4 5 6
1. Nutrition attribute 4.23±.55 1
2. Professionalism attribute 4.33±.61 .467** 1
3. Service attribute 4.16±.60 .384** .342** 1
4. Cognition of health food 3.91±.59 .163** .148** .134* 1
5.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3.86±.62 .347** .307** .262** .623** 1
6. Satisfaction 3.38±.64 .151* .118 .199** .579** .495** 1

*p<0.10, **p<0.05, ***p<0.01

<Table 4>는 약선요리 고객만족도에 한 요인

분석 결과로 1개 요인을 추출하 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심 개념을 바탕으로 만족이

라는 1개의 요인을 도출하여 고객만족도로 명명

하 다.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KMO(Kaiser- 
Meyer-Olkn) 측도 결과 값이 0.829로 나타났으며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한 카이제곱 값이 

745.400으로 유의수  p가 0.000 수 에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요인들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9.519%로 나타났고 내용을 살펴

보면 맛⋅양⋅질의 만족, 가격 만족, 반  만족, 
재방문, 타인권유 등의 변수들로 묶어 요인명을 만

족이라 명명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889로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고유값은 3.476이며 

체에 한 요인 설명력은 69.519%로 나타났다.
<Table 5>는 추출된 요인들에 한 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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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selecting attributes on the cognition of health food 

Coefficient of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2.851 .344 8.285 .000
Nutrition attribute .107 .078 .100 1.375 .170
Professionalism attribute .075 .069 .077 1.085 .279
Service attribute .069 .067 .070 1.019 .309

R2=.037, Adjusted R2=.026, F=3.229, p=.023
*p<0.10, **p<0.05, ***p<0.01

<Table 7> The effects of selecting attributes on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Coefficient of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576 .335 4.700 .000
Nutrition attribute .253 .076 .226 3.333 .001
Professionalism attribute .161 .067 .160 2.394 .017
Service attribute .124 .066 .121 1.896 .059

R2=.159, Adjusted R2=.149, F=15.897, p=.000
*p<0.10, **p<0.05, ***p<0.01

검정한 결과로 연구단  간의 상 계는 p<0.01 
수 에서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

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1) 선택속성이 인지보양에 미치는 향 분석

가설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선

택속성과 련되어 각각 인지보양과 인지 문성

에 향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택속성이 인지보양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체 회귀식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037로 3.7%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분포를 통하

여 분석한 분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화량이 3.229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23으로 분석되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

다. 그러나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모두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1-1, 가설1-2, 가설

1-3의 인지보양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경주지역에

서는 약선요리 선택속성인 편리성, 생서비스, 특
수 양식, 조화로운 양, 선도  계 성, 가격, 
맛 시, 문성  다양성의 변수들이 인지보양에

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택속성이 인지 문성에 미치는 향 

분석

선택속성이 인지 문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체 회귀식의 설

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159로 15.9%의 설명

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F분포를 통하여 분

석한 분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
화량이 15.897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00으로 분석되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

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양속성

(p=0.001)과 문성속성(p=0.017), 서비스속성

(p=0.059)가 인지 문성에 해 정(+)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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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effects of awareness on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of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640 .231 2.767 .006
Cognition of health food .478 .069 .443 6.912 .000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227 .066 .219 3.422 .001

R2=.365, Adjusted R2=.360, F=72.699, p=.000
*p<0.10, **p<0.05, ***p<0.01

향을 미쳤으며 회귀계수에 한 t값은 각각 

3.333, 2.394, 1.896으로 p값의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1-4, 가설1-5, 가설1-6의 인지

문성은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선택속성인 

양속성, 문성속성, 서비스속성이 인지 문성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지도와 고객만족도에 한 가설검증

인지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체 회귀식의 설명

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365로 36.5%의 설명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F분포를 통하여 분석

한 분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화

량이 72.699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0으로 분석되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인지보양

(p=0.000), 인지 문성(p=0.001)이 고객만족도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회귀계

수에 한 t값은 6.912, 3.422로 p값의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1, 가설2-2의 고객만

족도는 부 채택되었다. Choi SW⋅Jin 
YH(2010)의 연구에서는 식품균형과 양성분, 
다양한 약선에 하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심신의 안정과 질병 방  치료, 체
력 증보강, 렴한 가격과 맛 등은 고객들의 만족

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들로 고객 충성도 형

성을 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한 만족도를 

꾸 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선택속성과 고객만족도에 한 가설검증

선택속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체 회귀식의 설

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0.047로 4.7%의 설명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F분포를 통하여 분석

한 분산추정량의 모형 합성 확인에서는 F변화

량이 3.229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유의수 이 

p=0.023으로 분석되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서비스속성

(p=0.020)가 고객만족도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회귀계수에 한 t값은 2.345로 

p값의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

속성과 문성속성은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의 고객만족도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Kim GA(200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

로 서비스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약선요리 선택속성인 서비스속성의 생

서비스와 특수 양식 등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특수 양식 부분에 있어 

약선요리가 몸에 좋은 먹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으로 특수 목 을 가진 양

식의 개념을 부가하는 것은 고객에게 좀 더 큰 만

족도를 형성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Ⅴ. 결  론

최근 힐링이라는 시  흐름 속에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보다 안 하고 건강한 메뉴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일환으로 약선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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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s of selecting attributes on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of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of 
standardization

t
Significanc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2.178 .370 5.890 .000
Nutrition attribute .089 .084 .077 1.069 .286
Professionalism attribute .029 .074 .028 .392 .695
Service attribute .170 .072 .159 2.345 .020

R2=.047, Adjusted R2=.035, F=4.108, p=.007
*p<0.10, **p<0.05, ***p<0.01

등의 건강요리가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선메뉴에 한 선택속성을 살펴 약선요리 메뉴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 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약선메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선택속성을 통해 

이러한 약선요리 선택속성이 인지도와 고객만족

도에 미치는 향의 인과 계를 살펴 약선요리 

메뉴 개발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선요리 선택속성( 양속성, 문성속

성, 서비스속성)은 고객인지도(인지보양, 인지

문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약
선요리 선택속성이 인지보양에 미치는 향에서

는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모두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 인지보양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 문성에 미치는 향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p값의 수 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인지 문성은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약선요리 고객인지도(인지보양, 인지

문성)는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유의수 이 p=0.00으로 분석되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고,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는 인지보양, 인지 문성이 고객만족도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p값의 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의 고객만족도는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심신의 안정과 질병 

방  치료, 체력 증보강, 렴한 가격과 맛 등은 

고객들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 요인들로 

고객 충성도 형성을 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한 만족도를 소비자에게 꾸 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약선요리 선택속성( 양속성, 문성속

성, 서비스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유의수 이 p=0.023으로 분석되

어 유의수 이 확보되었고, 각 독립변수의 유의

성 검증결과는 서비스속성이 고객만족도에 해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쳤으며 p값의 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속성과 문성

속성은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의 고객

만족도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약선요

리 선택속성인 서비스속성의 생서비스와 특수 

양식 등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특수 양식은 약선요리의 기능식 식품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약선요리에 특수 목 을 

가진 양식의 개념을 부가하여 고객들에게 제공

한다면 고객만족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수명연장은 인간에

게 축복인 동시에 큰 험인자로 두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100세 수명은 인간에게 오히려 독

이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요한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인간의 건강과 직 으

로 련이 있는 음식은 최근 힐링 바람과 더불어 

생활 속에 깊숙이 련되어 있으며 이  약선요

리는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약선요리 문 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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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약선요리의 다양한 메뉴들이 소비

자들에게 화되어 있지 못하고 한 문 인 

지식을 가진 이들도 많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약

선요리 메뉴의 화를 하여 문 인 지식을 

가진 연구자와 약선요리 문 들의 연계를 통한 

체계 인 연구와 메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Kim GA(2008)의 연구에서 

약선요리 이용고객의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메뉴선택속성은 음식품질 요인과 서비스요

인, 건장지향요인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선요리 문 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

을 강화하기 해서는 약선요리 문 들의 음식

품질  서비스와 양 인 만족도를 충분히 제

공해야 할 것이다. 한, 고객이 약선요리 문

을 방문하는 이유는 약선 문식당에서만 차별

으로 할 수 있는 특정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며 

더불어 약선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약선요리에 

문지식을 가진 문가가 행하는 모든 행 에 

해 신뢰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가 종

가음식의 발달지로 시작하여 약선요리의 종착지

로 더욱 발 하기 해서는 이러한 기반 에 다

양한 메뉴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약선요리 

문 은 자신의 랜드를 인지시키기 하여 한

의학에 기 를 두고 인체에 한 이해와 식재와 

약재에 한 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

 에 식재와 약재를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지녀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차후 연구에 있어 상별로 차별화된 약선음

식과 지역별로 선호하는 약선음식의 연구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는 경주지역의 약선요리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약선요리 선택속성

이 인지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실증분석을 해 총 300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여 부 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6부
의 자료를 본 연구의 표본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해 자료처리는 SPSS WIN 20.0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

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변수

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해 신뢰도분

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가설검증을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선택

속성은 인지보양과 인지 문성에 향을 미칠 것

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인지 문성에는 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보양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도는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인지보양

과 인지 문성이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택속성은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 서비스속성이 고

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속성과 문성속성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

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즉 약선요리 

문 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약선요리 문 들의 문성이 강조되

어야 하며 서비스와 양 인 만족도를 충분히 

제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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