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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달 하  해 라 프스타 , 브랜드태도, 브랜드애착, 행동 에  계  악하고 하

고  하 다. 지역  식업체  용경험  는 고객  집단 로 편 본  하 고 주지역 식업체 용

고객  상 로 조사  실시하 다. 연 목적에 라  연 과 가  정하여 하 다. 첫째, 라 프

스타 과 브랜드태도간  계는 라 프스타  개 적  향과 습 적  행동 로  브랜드 태도  지, 편안함,

숙한 특징들  라 프스타  과 상 없  한 계  하고 다. 째, 라 프스타 과 애착간  

계는 고객  라 프스타  브랜드 애착  실 , 가 지향 , 행  순 로 한 계가  었

나 사 지향  브랜드애착에 한 계  하지 않았다. 째, 고객  브랜드태도  브랜드충 도 계  

고객  브랜드애착과 브랜드충 도간  향 계에 어 한 계가  었다.

주제어 : 라 프스타 , 브랜드태도, 브랜드애착, 브랜드충 도, 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onsumer lifestyle, brand attitude, 

brand attachment, and behavior pattern. Sampling with consumers who experienced eating out in regional 

catering companies as a population was don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consumers of catering 

companies in Gwangju. Therefore, it analyzed the sample by setting hypotheses and research model according 

to the research objective. First,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brand attitude, the lifestyle as a 

personal inclination form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rand attitude the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recognition, convenience, and familiar features regardless of the type of lifestyle. Second, consumer lifestyle in 

types of reality seeking, value-oriented, and fashion-pursuing formed a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brand 

attachment in order of mention, whereas social oriented type did not form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brand attitude and brand loyalty formed a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brand attachment and brand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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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여가 등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 인 생활패턴의

변화의 계기는 1988년이다. 우리나라에서 메가이벤트로

불리는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시기이며 우리의 정치, 경

제, 문화등의사회 큰변화가일어났던시기이다. 지

우리가이용하는많은패 리 스토랑 패스트푸드

랜드도 이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 까지 소비

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기 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표 인 것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일반

이다.

최근 경제침체, 기업간경쟁의증 , 기술의복합성, 여

가시간증가,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최근 경제불황으로 기업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은 차 어려워지고 있다[1]. 고객의 유치경

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객의 요구와 욕

구를 악하는 것이 무한 경쟁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스토랑에서

마 략을 구사하기 해선 시장세분화 략을 악

해야 하며 분화된 시장에서 고객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고객행동이해와 악은 시장에 한 이해와 측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마련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외식산업

에 계한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랜드와 련한연구는 재까지많은연구들이부족하

다. 랜드는 소비자가 랜드를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표 하는데 요한의미가있다고 단된다. 랜드경쟁

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업체 간의 계가 소비자

가선택을할때서로간의특징을구별할수있는수단이

된다. 한 소비자 감성요인과 서로 간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2,3].

재 외식시장의 성격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재의 외식시장은 개인의 여가시간을 충족시키는 공간

인 것을 고려가필요하며, 본 연구목 을달성하기 해

악한라이 스타일, 랜드태도, 랜드애착, 행동유형

에 따른 계를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를 통하여

외식시장에서 마 략의 차별화된 자료로서 고찰하

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라 프스타

라이 스타일은 개인의문화, 거집단, 가족 소속

환경의 향을 받아 습득하며개인의 가치 , 개성으로

나타나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4,5].

구매행동은 제품 여, 상품 여, 구매 여 그리고 선

호하는 구매결정방식에 따라서 고 여구매형, 상표애교

형, 다양성추구형, 타성 반복구매형으로 구분된다. 소

비자들은 고 여상화에서도 많은 정보와 안을 심으

로논리 인방법에의해인지 구매만하는것이아니

라개인차에의한습 인구매결정이이루어지는것이

일반 이다. 고 여구매형은 구매결정을 하는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심리 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몰입이 형 인 고 여구매행동이며, 상표애호구매형

은 구매 여수 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 여 구매

유형이며 상표애호구매형은 구매 여수 수 이 높은

경우라고고 여구매유형과는달리오히려외부에서주

어지는 정보나 개인의 단능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일수록구매에수반되는지각된 험을피하기

하여 단순히 보이면서도 안 한 구매결정방식을 결정한

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할 때 상품애호도 구매유형과는

달리 특정 상표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상표를

변경하고 다양한 상표를 구매하는 유형을 다양성추구형

이라하며상표애호구매형과외형상비숫하지만단지특

정 상표만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이유가 상표에 한 애

호도 때문이 아니라 습 타성에 의해서 구매하는 소

비자를칭 한다. 결과 으로 소비자는 무엇에 의해 어느

정도 심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구매의사결정방식과 구

매행동이 달라진다[6,7]. 결과 으로 라이 스타일(Life

Style)은 일반 으로 인간행동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

로서자신의시간을어떻게소비하고주 환경에서무엇

을 특별히 요하게 생각하며 자신과 주 환경에 해

어떻게 나타내는 총체 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8]. Lazer(1963)은 라이 스타일은사회상이사

회구성원이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

인요소다[9]. Moor(1963)은 패턴화시키는생활양식으

로가족구성이사건, 성품, 자원을생활양식에맞게결합

을 시키는 것이다[10]. Berkman & Gilson(1978)은 라이

스타일을 찰불가능한태도, 가치, 의견, 심 등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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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심리 인측면과분명히 찰할수있는행동 인결

합 인 개념이다. Engel et al.(1978) 라이 스타일은 인

간이생활하거나시간과돈을소비하는총체 인개념으

로서생각하는것이좋다[11]. 결론 으로 소비자의구매

행동은사회구성원이가지는독특한개성, 생활양식으로

소비자의 문화, 개성, 형태의 행동의 특성으로 악해야

하며 곧 일상 으로 규정되는 라이 스타일이다.

2.2 브랜드  개념, 브랜드 태도, 브랜드 애착,

    브랜드 충 도

2.2.1 브랜드  개념

안 호(1997)는 랜드에 하여 매목 으로 상품

는서비스를차별화할수있도록사용하는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등의 결합체로 보는 것이바람직하다고했

다. 특히 외식에서의 랜드는 서비스의 특징인 소멸성,

동시성, 이질성등제조품과달리규정화될수없고정의

와 성격이 다르다[8]. 그러나 외식업체에서 랜드는 이

용했거나 의도가 있는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의 수단으

로 기업은 성공 인 략으로고객에게 높은 인지, 신뢰

로다른기업과차별화된상품, 서비스 략을제공하는

방법 하나가 곧 랜드이다.

2.2.2 브랜드 태도

랜드 태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품

질, 서비스, 분 기 등이이미지로표 되어나타내고있

다. 랜드 태도는 Aaker(1997)는 랜드의 개성을측정

할수있는문항을개발하여 114개 항목 5개 차원인진실

성, 열정, 강인함, 유능함, 세련됨으로 제시하 고[12], 최

근 랜드에 련하여여러 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랜드태도는특정 랜드에 해개인이느끼거나호의

, 비호의 인 감정 혹은 정 , 부정 인 태도이다

[13,14]. 기업에서는고객들의 정 인 랜드태도를형

성하기 하여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다. 이는 랜드

가가지고있는기능 인측면이며이는감정, 인지, 행동

의도가 련이 있으며 하나의 보다는 여러 가지 복

합 인 이 제공된다고 단된다.

2.2.3 브랜드 애착

애착(Attachment)은 특정한 상에 한집착으로볼

수가있으며[15], 랜드 애착은 고객과 랜드간의장기

인 계를 한 설명하는 개념 하나이다[16]. 일반

으로 부분의 랜드연구에서보면 랜드가소비자

간의 단순한 상품선택인 단순한 계가 있다면 애착은

소비자와 랜드간의 장기 인 계로 악할 수 있다.

Warnington & Shim(2000)은 특정한 랜드에 한 심

리 애착이 랜드결속이며 랜드의선택이애착을기

반으로 상품선택을 한다고 하 다[17]. Thomas et

al.(2004)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랜드와 거

듭된 상호작용을 통해 랜드에 해 마치 자신과 가까

운 사람에 해 느끼는 정서 유 감이다[18].

2.2.4 브랜드 충 도

랜드충성도는어떤소비자가특정상표에집착하여

다른 상표들 보다 더 선호하고 지속 으로 구매하고 사

용하려는경향혹은어느제품집단내의여러상표 에

서하나의상표만을선택하려는심리 성향이라고정의

했다[19,20]. 행동의도는일반 으로연구자의 에따

라서여러가지로나타날수있지만만족, 재구매, 정

추천의도 등로 나타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

의 에서 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만족은 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 에 따른 충족했다는 반응을 보 다고

한다면 랜드충성도는동일한 랜드, 상품을 반복 인

구매를하는 특성을 보이고있다. 결과 으로 충성도 고

객이있다는 것은 기업의 마 비용이 감, 정 구

등이 있다[21].

3. 연 계 및 방법 

3.1 연  정

본연구는 주지역외식업체고객을 상으로라이

스타일이 랜드 태도, 랜드 애착, 랜드충성도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라이 스타일, 랜드태

도, 애착, 행동의도간의 향 계의 악을통해그의미

성을 악하고자 하며 나타난 결과가 1회성만의 특징이

아닌 지속 인 연구를 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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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정

선행연구와연구모형을기 로다음과같이연구가설

을 설정하 으며, 변수간의 계를 악하고자 나타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고객의 라이 스타일은 랜드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고객의 라이 스타일은 랜드 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고객의 랜드태도는 랜드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고객의 랜드애착은 랜드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 방법

주지역 외식업체 이용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5년 9월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주지역의 외식업체의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을 모집단으

로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는 주지역에 거주하는 20

세이상의 성인 남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편의표본추

출방식으로총 300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 275부의설문

지를회수한뒤불성실하게응답한 25부를 제외한 250부

의 유효설문지를 획득하여 설문분석에 최종 으로 활용

하 다

본연구를 해수집된데이터의통계처리는SPSS-WIN

21.0과 Amos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

며,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라이 스타일, 랜드태도,

랜드애착, 행동의도간의 계를 악하고자각각의연구

개념인 신뢰도 분석을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 계수를사용하 으며, 측정변수의타당도검정을 해

서는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 가설검증은 다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 다.

4. 실

4.1 통계적  특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보면 성별으로는 남자 100명

(40.0%), 여자 150명(60.0%)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 살

펴보면 29세이하 120명(48.0%), 30-39세 100명(40.0%),

40-49세 20명(8.0%), 50세 이상 10명(4.0%)으로 나타났

으며학력으로는 문 졸 62명(27.5%), 학교졸 143명

(63.6%), 학원졸 20명(8.9%)으로 나타나고 있었어 표

본 상에서 응답자의 부분인 205명(81.1%)가 학이

상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이상의 학력도 20명

(8.9%)로 나타났다. 여부문에서 살펴보면 100만원 미

만 4명(1.8%), 100-199만원 145명(64.4%), 200-299만원

61명(27.1%), 300만원 이상 15명(6.7%)으로 나타나고 있

어 부분이 200만원미만의월 여를받는것으로표본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4.2 타당  과 신뢰  

4.2.1 라 프스타

라이 스타일에 한 요인분석을 해서 탐색 요인

분석 Varimax 회 하 고,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한 18개문항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탐

색 요인분석 결과는 KMO=.857 Barett’s구형성=1230.275,

df=153(p=0.000)으로 나타났으며 확인 요인분석결과

X
2
=306.428(p=.000), df=129, GFI=.843, AGFI=.792, NFI=.761

RMR=.058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에 한 요인분석에

한 요인명은 각각 사교지향형, 가치지향형, 유행추구

형, 실추구형으로 명명하 으며 연구개념을 설명하는

총설명력은 59.929%로 나타나고 있다.

4.2.2 브랜드 태도, 브랜드 애착, 브랜드 충 도

랜드태도, 애착, 랜드 충성도에 한 요인분석을

해서탐색 Varimax 회 하 고, 확인 요인분석을실

시한 8개문항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탐

색 요인분석 결과는 KMO=.716 Barett’s구형성=435.959,

df=28(p=0.000)으로 나타났으며 확인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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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43.928(p=.000),df=17,GFI=.943, AGFI=.879, NFI=.890

RMR=.047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에 한 요인분석에

한 요인명은 각각 랜드태도, 랜드애착, 랜드 충

성도로 명명하 으며 연구개념을 설명하는 총설명력은

69.566%로 나타나고 있다.

Items
factor

loading
Estimate CR Crornba’α

EA1 .731 .757 7.972

.879

EA2 .783 .687 7.428

EA3 .677 .697 7.510

EA4 .620 .535 6.047

EA5 .582 .651 -

EA6 .800 .748 7.589

.850

EA7 .796 .767 7.711

EA8 .808 .774 7.751

EA9 .586 .572 6.284

EA10 .593 .826 -

EA11 .252 .616 -

.800
EA12 .729 .641 8.226

EA13 .767 .688 8.876

EA14 .758 .479 6.002

EA15 .542 .637 4.344

.766
EA16 .703 .517 4.014

EA17 .645 .517 4.204

EA18 .556 .399 -

Eigenvalue 6.270 1.829 1.347 1.269

Variance 34.834 10.162 7.481 7.051

Total

Variance
34.834 44.997 52.478 59.529

KMO=.857 Barett’s Sphericity=1230.275, df=153(p=0.000)

X
2
=306.428(p=.000), df=129, GFI=.843, AGFI=.792, NFI=.761

RMR=.058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Life Style

Items
factor

loading
Estimate CR Crornba’α

BR1 0.488 .514 4.085

866BR2 0.868 .671 4.236

BR3 0.827 .521 -

BR4 0.824 .823 6.337

.845BR5 0.667 .794 6.367

BR6 0.703 .539 -

BR7 0.848 1.496 1.325
.780

BD8 0.937 0.496 -

Eigenvalue 3.197 1.382 0.987

Variance 39.960 17.269 12.337

Total Variance 39.960 57.229 69.566

KMO=.718 Barett’s Sphericity=435.959, df=28(p=0.000)

X 2=43.928(p=.000), df=17, GFI=.943, AGFI=.879, NFI=.890 RMR=.047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rand

4.3 가 검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제시된 구성개념들 간에 상호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데 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가설이 합하다고 단되는 (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4.3.1 가 1  검

가설1. 고객의 라이 스타일은 랜드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입력방

식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는 회귀모형은 F값이 0.000에서

191.019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선의 AdjR
2
는.814

로 81.4%의설명력을보이고있다. 라이 스타일과 랜

드태도간의 계는유행추구형, 가치지향형, 실추구형,

사교지향형의 순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나고 있었다.

DV IV CR Error β t p

Brand

Attitude

Society 0.090 0.039 0.095 2.290 0.023*

Value 0.171 0.035 0.194 4.816 0.000**

Fashion 0.850 0.046 0.814 18.629 0.000**

Actually 0.142 0.045 0.135 3.138 0.002
**

R2=0.818, constant=0.128, AdjR2=0.814 F=191.019, p=.000

*p<0.05, **<0.01

<Table 3> Life Style impact on Brand Attitude

고객의 라이 스타일은 랜드태도간의 향 계의

<Table 3>의결과에서보듯이라이 스타일의 4가지 요

인인 각각 유행추구형, 가치지향형, 실추구형, 사교지

향형의순으로 유의한 계가있었다. 이같은 계는 개

인의성격, 성향등으로 볼수있는라이 스타일은 스

토랑 이용을 하는 목 과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스토랑의이용목 인 재의시장트 드와해당

상품 메뉴가개인의라이 스타일에반 되었으며개

인의 스토랑이용성향의 추구목 에 따라서 랜드 태

도와의 유의한 계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3.2 가 2  검

가설2. 고객의 라이 스타일은 랜드 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입력방

식의다 회귀분석을실시하 으며그결과는<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는회귀모형은 F값이 0.000에서 110.03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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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선의 AdjR
2
는.715로 71.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라이 스타일과 랜드태도간의

계는 실추구형, 가치지향형, 유행추구형순으로유의

한 계가 형성이 되었으나 실추구형은 랜드애착에

유의한 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DV IV CR Error β t p

Brand

Attach

ment

Society 0.099 0.053 0.096 1.870 0.063

Value 0.131 0.048 0.136 2.722 0.005
*

Fashion 0.242 0.062 0.211 3.910 0.000**

Actually 0.789 0.061 0.683 12.866 0.000**

R2=0.721, constant=0.221, AdjR2=0.715 F=110.031 p=.000

*p<0.05, **<0.01

<Table 4> Life Style impact on Brand Attitude

고객의 라이 스타일과 랜드 애착간의 향 계의

<Table 4>의결과에서보듯이 실추구형, 가치지향형,

유행 추구형 순으로 유의한 계가 형성이 되었으나 사

교지향형은 랜드애착에 유의한 계를 형성하지 않았

다. 이는개인의 스토랑이용성향은추구목 과개인의

행동에 따른 추구행동으로 악할 수 있다. 애착이라는

것이 상에 한 장기 인 계를 한 악하면 실

추구형, 가치지향형, 유행추구형은 자신의 평소 생활습

, 성격 등이 스토랑의 선택에 따른 라이 스타일과

이용목 에 따라서 애착과의 유의한 계가 형성되었다

고 단된다. 그러나 라이 스타일 사교지형성이 애

착과의 계가유의한 계가형성되지않은것은상황이

라는시공간 인특징이등이포함하여고려가되기때문

에 애착과의 계가 유의하지 않은 계로 나타난 것으

로 단된다.

4.3.3 가 3  검

가설3.고객의 랜드태도는 랜드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입력방

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는 회귀모형은 F값이 0.000에서 36.78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선의 R2는.175로 17.5%의 설

명력을보이고있다. 랜드태도와 랜드애착간의 계

가 유의하게 형성되고 있다.

DV IV CR Error β t p

Attach

ment

Brand

Attitude
0.460 0.076 0.419 6.065 0.000**

R2=0.175, constant=1.749 AdjR2=0.171, F=36.785, p=.000

*p<0.05, **p<0.01

<Table 5> Brand Attitude impact on Attachment

4.3.4 가 4  검

가설4 고객의 랜드애착은 랜드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입력방

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분석결과는 회귀모형은 F값이 0.000에서 37.7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선의 R
2
는.179로 17.9%의 설

명력을보이고있다. 랜드애착과 랜드충성도간의

계가 유의하게 형성되고 있다.

DV IV CR Error β t p

Brand

Loyalty

Attachm

ent
0.476 0.077 0.423 6.141 0.000**

R2=0.179 constant=1.740 AdjR2=0.174, F=37.7155, p=.000

*p<0.05, **p<0.01

<Table 6> Brand Attachment impact on Brand 

Loyalty

고객의 랜드태도는 랜드충성도에 유의한 향은

유의한 향 계 <Table 5>와 고객의 랜드애착은

랜드충성도간의 계 <Table 6>에서 나타난 가설검증

결과에서보듯이 스토랑 랜드에 한우호 이며

정 인 단이 랜드의충성도로유의한결과로나타난

것으로 단되며 스토랑과의 계유지가 지속 이며

장기 인 계는 랜드충성도로이어지는것으로 단

된다.

5. 결론

본연구는 스토랑이용고객의행동유형이 랜드태

도, 랜드애착이 랜드충성도간의 계를 악하고자

하 다. 이는 스토랑 랜드와행동의 계에 있어 학

문 인 시사 도 요하지만 한 지역과 시기에 따른 탐

색 인 찰도 의의가 있어 수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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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수행은이론 인고찰과실증연구로병행하

여수행하 으며실증연구는설문지를통한 DATA를수

집하 다. DATA는 주지역의 20 이상의 외식업체

이용고객을 상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2015년 9월 30

일까지 주지역의 외식업체의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수

집된데이터의통계처리는 SPSS-WIN 21.0과 Amos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응답자들이 인

지하는라이 스타일, 랜드태도, 랜드애착, 행동의도

간의 계를 악하고자 각각의 연구 개념인 신뢰도 분

석을 해크론바하알 계수를사용하 으며, 측정변수

의 타당도 검정을 해서는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가설의검증은구조방정식모형보다는회귀분석

이 효과 이라고 단하여 활용하여 검증하 다.

라이 스타일이 랜드 태도, 랜드 애착, 랜드충

성도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으며 연구모형의 의해

나타난연구가설은 4개로설정하 으며각각의연구결과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통계의결과에서나타나고있듯이첫째, 라이 스타일

과 랜드태도간의 계에 있어 라이 스타일은 개인

인 성향과 습 인행동으로서 랜드 태도인 인지, 편

안함, 친숙한 특징들은라이 스타일의유형과상 없이

유의한 계를형성하고있다. 이는 자신의생활 유형과

한 랜드의 선택을 통해 생활의 식사공간, 여가공

간으로서 활용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단된다. 라이

스타일과애착간의 계에있어는 고객의라이 스타

일은 랜드애착이 실추구형, 가치지향형, 유행추구형

순으로유의한 계가형성이되었으나사교지향성은

랜드애착에 유의한 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결국 라이

스타일에따른자신이선호하는 랜드가존재하여그

곳에서 자신이 향유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나 느낌이다.

만족을 추구하나 사교지향성은 본인의 개인 인 특성보

다 우선 으로 타인을 배려하여 함께 즐기는 것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의 랜드태도와 랜드충성도 계와 고객의 랜

드애착과 랜드충성도간의 향 계에 있어 유의한

계가 형성이 된 것은 아무래도 스토랑의 랜드의 역

할이 가치가 있고 매력 이며 해당 스토랑에 하여

우호 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가 랜

드라는것을통해고객의뇌리속에이미지, 인지로형성

되어지속 인 계를유지시킬수있는역할이될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랜드역할에따른해당상품, 스토랑의선

택은라이 스타일에따른개인의성격과 단에맡기는

것이지만, 랜드라는 것이 기업과 제품의 차별성, 고객

의 기 와 동기부여를하는만큼, 랜드조성, 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연구와 한계 은 본 연구의 효율성을 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표본과 샘 링을

더 구체화하여, 사후 기업의 마 활동과 연계된 연구

가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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