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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레스토랑 이용 소비자들의 메뉴선택속성이 소비자 선호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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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influence of menu select attribute on consumer preferences and satis-
faction as perceived by Japanese restaurant consumers. Survey method was employed and distributed during 
January 1 to January 31, 2016 from who have an experience in Japanese restaurant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First, the quality of the menu (β=.444, p<.001), menu design(β=.425, p<.001), select menu moti-
vation (β=.147, p<.001) positively impact on consumer preferences. Second, consumer preferenc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ird, the quality of the menu (β=.650, p<.001), menu 
design(β=.120, p<.001), select menu motivation (β=.263, p<.001) positively impact on consumer satisfaction. 
Finally,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onsumer preference was identified between select attributes and consu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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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일본 대지진과 동북 지방 쓰나미로 인
해 원전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해 국내에서 일

본음식전문점들이 소비자로부터 배척되어 점차

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일본음식전문점뿐
만 아니라, 서울시내 C호텔, H호텔, R호텔 등에
서는 일식당의 매출이 하락되어 매출에 비해 과

도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문

을닫는헤프닝이있었다. 이는 5년이 지난이시

점에서도 일본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일본음식에 대한 방사능오염에 두려
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매출이 바닥을

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음식들을 이용하
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하기 위한 방법

은 많은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비 트랜드를 급속하게 변화

시켜 외식문화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는 더욱 다

양해지고, 건강에 대한 의식향상과 여유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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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주 5일
제 근무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이동수단
의 발달, 핵가족화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은 건
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일식 레스토랑이란 일본음식을 판
매하는 식당으로, 초기에는 생선회와 초밥을 위
주로 판매하는 초밥집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
년 이후 덴뿌라, 우동, 일본식 돈카츠 및 이자까
야 등과 같은 형태의 음식점이 속속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초창기에는 일식 레스토랑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았으나, 최근 들어이자까야, 
고급 전문일식, 포장마차형 일식, 초밥집, 사시미
전문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Kim JGㆍLee YJ 
2012). 일식 레스토랑에서 메뉴로서는 보통 초밥
류, 생선회류, 국류, 구이류, 튀김류, 초회류, 철판
구이류, 냄비요리류, 밥류, 면류, 후식류 이렇게
구분지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연령대별, 
동행인별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틀려진다. 일
식레스토랑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활
발하게 수행되었다. Jang DS et al.(2001)은 성공
적인 일식 레스토랑 창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들을 도출하였으며, 일식 레스토랑의 서비스품
질 중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음식의 질과 예술성이라 하였다. Kim JH(1996)
는 일식레스토랑에 대한 지각된 점포 특성이 소

비자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외식점 이용

상황을 중심으로 고객지각의 측면에 의해 결정

된다고 주장하였다. Kim JG․Lee YG(2012)는 일
식레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요인이 메뉴선택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앞서 수행된 대부

분의 연구는 일식레스토랑의 서비스와 서비스

품질과 중요도와 선택속성에 집중된 경향이 있

으며, 소비자 선호도에 대한 일식 레스토랑에 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일식레
스토랑에서 소비자들이 선호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일식 레스토랑 경영 전략이 모색

되어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는소비자선호도
를 매개변수로 하여 일식 레스토랑 고객의 메뉴

선택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

여, 그결과를부여하여일식레스토랑운영면에
서 경쟁적우위를갖추기 위한 경영전략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이론적　배경

１. 일식레스토랑 이용 소비자들의 메뉴 선

택속성

레스토랑은 고객과 종사자, 서비스가 함께 존
재하며,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고객과 종사
원간의 관계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메뉴이

다. 메뉴는 레스토랑에서 고객과 종사원, 음식과
의 대화이며, 고객과의 제공자간의 커뮤니케이
션이라 할 수 있다. 사전의 의미로 메뉴는 ‘요리
의 품목표’ 또는 ‘차림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메
뉴는 제공되는 품목과 제공되는 범위와의 판매

가격에관한것을담고있어야하며, 광범위한의
미에서 시장의 도달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는 수

단이라고 하였다(Donald, 1994). Na JK(1998)는
메뉴는 식음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관리 도구이며,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 정보의 제공자, 고객과 레스토랑을 연결하
는 대화의 고리이다. 또한, 레스토랑의 대화, 판
매, 그리고 PR 도구이며, 가장 중요한 내부의 마
케팅 도구로 설명하였다. Joe MS(1998)는 메뉴가
고객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수행

하여야 하고, 일방적인 개념에서 기획된다면 고
객의 만족 추구와 기업의 이윤 창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소비자
가 좋아하는 것을 먹기 원하며, 선택하려고 하고
이러한 외식소비자가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음식선호 패턴은 순간적

이거나 지속적인 선택행동의 결과를 형성한다. 
이처럼 메뉴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음식을 소비하

기 전에 소비자들은 음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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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비교하여 메뉴를 선

택하고행동으로옮기고음식선호패턴은순간적

이거나지속적인선택의행동의결과로형성된다. 
국내의 외식산업에서 일식레스토랑이라 함은

흔히 일본음식 전문점이라고도 하며, 전문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의 종류는 대략 80여 가지의 메
뉴로 보통 초밥류, 생선회류, 국류, 구이류, 튀김
류, 초회류, 철판구이류, 냄비요리류, 밥류, 면류, 
후식류 이렇게 구분지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양요리에 비해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등

의 장기저장된 식재료보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여 계절감을 살리는데 특징을 두

고있으며, 또한 자연소재의 기물즉, 대나무, 나
뭇잎, 조개껍질, 나무열매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
고 예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식레스
토랑의 메뉴 선택속성은 Yoon KY(2000), Lee 
J(2010)등의 선행연구와 같이 메뉴품질, 일식메
뉴 디자인, 메뉴선택동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２.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 소비자 선호도와

소비자 만족도

Spiggle & Murphy(1987)에 의하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레스토랑 고객의 의사

결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일

상적으로결정할수있고, 다른경우에는여러레
스토랑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

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심리적 표상(representa-
tion)을 이용해서 한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구
분하며, 또 이를 구매행동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메뉴 선호도에 기업은 소비자의 마

음속에 호의적이고 강력하면서 독특한 메뉴아이

템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의적인 감
정의 메뉴는 시장점유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

업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ang NS, 2008). 
소비자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란 가치를

전달해줄 수 있는 어떤 제품의 지각된 성능(per-
formance)과 구매자의 기대(expectations)간 서로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좋은 기업들은 소비자
에게 줄 수 있는 것만을 약속하고, 그 이상을 전
달함으로써 소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만족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관련된 소비자의 만족으

로서 특정기업과 관련된 가장 최근 거래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구매 후 평가, 판단으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Oliver RL, 1993). 소비자만족
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느낀 여러 가지 지각된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 이전의 소비자가 기대한

수준과의 비교이다. 즉, 소비자의 지각이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소비자만족이다. 즉, 소비자 만
족은 소비자의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서비

스를하느냐에달려있다. 소비자만족은나쁜소
비자 서비스와 장단기적인 비용과 유의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Oliver(1986)는 소비자
만족은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
도와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비
스품질 영향요인과 소비자만족 간의 관계, 상황
대처요인과 소비자만족 간의 관계, 소비자만족
이 구전효과와 구매 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Kim KJ(2001)은 서비스품질 영향요인과 상황대
처 영향요인은 소비자 만족에 있어 중요하며, 소
비자만족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또한, Geva & Goldman(1990)은 인지부조화
이론을 도입해 소비자가 만족을 하였을 경우에

도구매의도가적어질수도있다고하였다. 만족
은 이미 실행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반

영하는 반면에 구매 의도를 과거의 경험에서 얻

은 교훈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서

로 관련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만족도를 일식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과 소비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연구방법

１. 연구모형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356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

이 소비자 선호도와 소비자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일식 레스토랑 소비자
들이 인지하는 메뉴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도의

관계에서 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이론적 근간을 두고 진행했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변수들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의 조작적

정의

메뉴선택속성은 Yoon KY(2000), Lee J(2010)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13개의 변수와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 개념을 바탕으

로메뉴품질, 일식메뉴 디자인, 메뉴선택 동기 등
의3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식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소

비자들이 인지하는 메뉴선택 고려사항의 특성을

메뉴품질, 일식 메뉴 디자인, 메뉴선택동기로 분
류하고, 각각 문항별로 분류 작성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소비자만족도의 조작적정의

소비자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일식 레스토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Jo CH, 2006). 본 연구에서는 Ra 

CI(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되도록 수정해 연구에 활용

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5문항으로 분류 작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7점
까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소비자선호도의 조작적 정의

소비자 선호도는 소비자의 특정 제품, 서비스
의 구매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호란 단지 인지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
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얻는좋은감정, 불만족으로인한나쁜감정의요
소라고 하였다(Westbrook & Reilly, 1983). 측정
을 위해서 Jang W(2015)의 연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수정하여 설문문항은 4문항으로
분류작성하여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

고려사항이 소비자들의 선호도과 소비자 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 고려사항이 소비자 만족도

의 관계에서 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함이다. 일식 레스토랑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메
뉴선택 고려사항에 따른 하위 변수를 메뉴품질, 
일식 메뉴 디자인, 메뉴선택동기 3가지로 분류하
였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을토대로다음과같
은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은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품질은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일식레스토랑의메뉴디자인은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일식레스토랑의메뉴선택동기는소비
자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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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소비자선호도는소비자만족도에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은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품질은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일식레스토랑의메뉴디자인은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일식레스토랑의메뉴선택동기는소비
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선호도는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
과소비자만족도와의관계에서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H4-1: 선호도는일식레스토랑의메뉴품질과

소비자만족도와의관계에서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H4-2: 선호도는일식레스토랑의메뉴디자인

과 소비자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H4-3: 선호도는일식레스토랑의메뉴선택동

기와 소비자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

개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1
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부산 및
경남의 일식 레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총 295부의 설문지
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의 설문지
를제외한 총 281부의 유효한설문지를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설문도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

고, 설문도구의내적일치도를알아보기위해 Cron-
bach 값을 구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기초분석
으로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

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본의 성별은 남성(50.2%)으로 상대
적으로 조금 더 많았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63.0 
%),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50.2%), 연령은 30 
～39세(44.8%), 직업으로는 전문직(56.9%)이, 한
달 방문 횟수로는 1～2회(42.7%)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 소비자

만족도 및 선호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일식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속성 요인 및 신뢰도분석 및 타당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여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의 하위 변수로는

메뉴품질, 일식 메뉴 디자인, 메뉴선택동기로 나
누었고, 요인분석시 요인적재값 추정은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택하였다. 회전방식
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다. 분석결과, 각 하위
변인들의 분산설명력은 메뉴선택(68.858%), 소
비자 만족도(65.259%), 선호도(71.891%) 변수 간
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KMO 
값과 Barttlet 값은 메뉴선택 .846(2,011.428***), 
소비자 만족도 .786(391.614***), 소비자 선호도
.689(720.624***)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식당 이용소비자
들이 인지하는 메뉴선택속성의 각 설문문항의

요인적재값은 0.6 이상, 각 요인의 고유값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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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requency Ratio Divis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41 50.2 Marriage

whether

Married 177 63.0

Female 140 49.8 Not married 104 37.0

Monthly
visits

None 12 4.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 1.4

1～2 120 42.7
College 76 27.0

3～4 56 19.9
University 143 50.2

4～5 47 16.7

Graduate school 58 20.65≤ 46 16.4

Age

≤20 18 6.4

Job

Student 11 3.9

Service 36 12.8

20～29 59 21.0 Professional, 
white collar

160 56.9

30～39 126 44.8 Official 60 21.4

House wife 11 3.9
40≤ 78 27.8

Etc. 3 1.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81)

이상으로 누적분산설명력은 50% 이상으로 나와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Cronbach 값은
전부 0.7 이상으로 나와,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
도 양호하였다. 

3. 상관관계분석

각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요인
간 상관계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은
충족되었으며, 상관계수 방향이 모두 양(+)의 방
향으로 나타나, 예측타당성이있다고 할수 있다. 
특히 만족도와 메뉴품질의 관계(r=.805, p<0.01)
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검정

1)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 선택속성은 소비

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일식 레스

토랑 메뉴선택속성의 하위개념인 메뉴품질, 메
뉴디자인, 메뉴선택동기로 3가지를 변수로 설정
하였고, 종속변수 소비자 선호도를 다중회귀분
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결과는 <Ta-
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된 3개의 독립변
수 중에서 메뉴품질(β=.444, p<.001), 메뉴디자
인(β=.425, p<.001), 메뉴선택동기(β=.147, p< 
.001)로 종속변수인 소비자 선호도에 대하여 유
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2) 소비자선호도는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소비자
선호도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개의 변수로 설
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소비자 만족도를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제시된바와같이, 투입된소비자 선
호도가 종속변수인 소비자 만족도에 대하여 유

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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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lassifica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KMO
Bartellet

Cronbach 


Menu 
select 

attributes

Menu 
quality

Quality of food .785

3.327 25.594

KMO=.846,
Bartellet=

2,011.428***

.865

Menu variety .830

Nutrition .758

Taste / mouthful .729

Price .784

Menu 
design

Traditional Japanese decorations .890

2.166 16.662 .826Japanese style menu .895

Distinctive design .582

Menu 
selection
 motive

Menu reputation .853

3.458 26.602 .866

Companion comments .803

Past experience .793

Social respectability .727

Recommended intended .704

Customer 
satisfaction

My decision of Japanese restaurant 
was satisfied.

.825

2.610 65.259
KMO=.786,
Bartellet=

391.614***
.822

It was a good experience in the Japa-
nese restaurant.

.824

I am happy to use this Japanese res-
taurant.

.812

The overall satisfaction was good. .769

Consumer 
preferences

I have good experience in Japanese. .871

2.876 71.891
KMO=.689,
Bartellet=

720.624***
.869

I prefer the Japanese foods compared 
to others.

.856

I like Japanese foods. .835

I like Japanese restaurants compare 
to other type of restaurants.

.829

<Table 2> Factor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다. 이는 요인에 대한 베타 값이 높을수록 조직
효과성에미치는영향력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3)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선택 선택속성은

소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일식 레스
토랑 메뉴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3개의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소비자선
호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의결과는 <Table 6>에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
된 3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메뉴품질(β=.650, p< 
.001), 메뉴디자인(β=.120, p<.001), 메뉴선택동
기(β=.263, p<.001)가 종속변수인 소비자 만족도
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360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2.804E-16 .043 .000 1.000

Consumer 
preferences

.695 .043 .695 16.135*** .000

R2=.483, Adjusted R2=.481, F=260.352, p-value=0.000**

*** p<.001.

<Table 5> Impact of consumer preference on satisfaction

Division Menu quality Menu design
Menu selection 

motive
Customer 

satisfaction
Consumer 
preferences

Menu quality 1

Menu selection 
motive

.459** 1

Menu selection 
motive

.381** .459** 1

Customer 
satisfaction

.805** .540** .566** 1

Consumer 
preferences

.657** .650** .409** .659** 1

** p<0.01.

<Table 3>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1.543E-17 .039  .000 1.000

Menu quality .444 .045 .444 9.966*** .000

Menu design .425 .046 .425 9.161*** .000

Menu selection motive .147 .045 .147 1.991** .005

R2=.586 , Adjusted R2=.581, F=130.630, p-value=0.000**

** p<.01, *** p<.001.

<Table 4> Effect of selected attributes on consumer preference

로 분석되었다.

4) 소비자 선호도는 일식 레스토랑의 메뉴

선택속성과 소비자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Table 7>에서 독립변수 일식 레스토랑 메뉴

선택속성은 소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메뉴품질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비자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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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B The standard error

Constant —2.507E-16 .031 0.00 1.000

Menu quality .650 .036 .650 18.299***  .000

Menu design .120 .037 .120  3.251***  .001

Menu selection 
motive

.263 .036 .263  7.412***  .000

R2=.734, Adjusted R2=.734, F=259.093, p-value=0.000**

*** p<.001.

<Table 6> Impact of menu select attribute on customer satisfaction

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Menu quality→

Consumer preferences
.657 .045 .657 14.537 .000*** 211.338 .431

2
Menu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805 .035 .805 22.700 .000*** 515.272 .649

3

Menu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614 .044 .614 14.031 .000*** 

319.990 .697
Consumer preferences→

Customer satisfaction
.292 .044 .292 6.667 .000***

***p<.0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the menu quality between consumer preference and satisfaction     (N=281)

계수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805이고, 3단계의 경우 .614로
나타나, 소비자선호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속성은 소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디자인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비자선호도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 소비자만족
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40이고, 3단계의 경우

.153으로 나타나, 소비자선호도는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 동기

는 소비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메뉴선택동기가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비자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
수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 소비자만족도에 대
한 회귀계수는 .566이고, 3단계의 경우 .339로 나
타나, 소비자선호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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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Menu design→

Consumer preferences
.650 .046 .650 14.269 .000*** 203.598 .422

2
Menu design→

Customer satisfaction
.540 .050 .540 10.705 .000*** 114.587 .291

3

Menu design→
Customer satisfaction

.153 .056 .153  2.728 .000*** 

136.902 .496
Consumer preferences→

Customer satisfaction
.569 .056 .596 10.637 .000***

*** p<.001.

<Table 8> Mediating effect of the menu design between consumer preference and satisfaction     (N=281)

Stage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F R2

B
The standard 

error
  β

1
Menu selection motive→

Consumer preferences
.409 .055 .409 7.485 .000***  56.022 .167

2
Menu selection motive→

Customer satisfaction
.566 .049 .566 11.474 .000*** 131.663 .321

3

Menu selection motive→
Customer satisfaction

.339 .043 .339 7.937 .000*** 

190.605 .578
Consumer preferences→

customer satisfaction
.556 .043 .556 13.033 .000***

*** p<.00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the menu motivation between consumer preference and satisfaction  (N=281)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식레스토랑의 소비자들이 레스토

랑 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

도를 느끼는지와 선호도사이에서는 어떠한 영향

을 끼치는지 측정하였다. 연구의 조사는 설문 조
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
였으며, 설문대상은부산및경남의일식레스토
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총 29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
실하게 응답한 14부의 설문지는 제외한총 281부
의 유효한 설문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이용

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SPSS 2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먼저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
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값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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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변수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을 하위개념 메뉴

품질, 메뉴디자인, 메뉴선택동기 이상 3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 소비자 선호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투입된 3개의 독
립변수 중에서 메뉴품질(β=.444, p<.001), 메뉴
디자인(β=425, p<.001), 메뉴선택동기(β=.147, p< 
.001)로 종속변수인 소비자 선호도에 대하여 유
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둘째, 소비자 선호도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개의 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소비자 만
족도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
석의 결과는 소비자 선호도가 종속변수인 소비

자 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셋째, 일식 레스토랑 메
뉴선택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3개의 변수
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소비자선호도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3개의 독립변
수 중에서 메뉴품질(β=.650, p<.001), 메뉴디자
인(β=.120, p<.001), 메뉴선택동기(β=.263, p< 
.001)는 종속변수인 소비자 만족도에 대하여 유
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넷째,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은 소비자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품질
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

비자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
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2
단계에서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805
이며, 3단계에서는 .614로로 나타나 소비자선호
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
뉴디자인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 소비자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
다. 2단계에서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40이고, 3단계의 경우 .153으로 나타나 소비자
선호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메뉴선택동기는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소비자선호도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2단계와 3단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566이고, 3단계의 경우 .339로 나타
나, 소비자선호도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식 레스
토랑의 메뉴선택속성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소
비자들의 만족과 선호를 측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메뉴선택 고려 사항을 메뉴의 품질, 
선택동기 이외에 시각적인 효과인 메뉴의 디자

인을 항목으로 넣어 측정분석했다는데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향후 일식레스토랑의
효율적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표본을 부산으
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

기 될 수 있다. 또한, 조사시기가 1월이어서 일식
레스토랑의 비성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절성

이 강한 일식 레스토랑의 특성상 응답에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이 설문문
항을 전부 이해하고 응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
에 또한다양한 일식의 메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음식품목별로 나눠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핀 연

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삼는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식레스토랑의 소비자들이 메

뉴선택시 만족도와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6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설문 대상은
부산 및 경남의 일식 레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메
뉴품질, 메뉴디자인, 메뉴선택동기가 소비자 선
호도 간에 메뉴품질(β=.444, p<.001), 메뉴디자
인(β=.425, p<.001), 메뉴선택동기(β=.147, p< 
.001)로 소비자선호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소비
자선호도는 소비자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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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은 소비자만족도에 메뉴

품질(β=.650, p<.001), 메뉴디자인(β=.120, p< 
.001), 메뉴선택동기(β=.263, p<.001)는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지막으로 메뉴품질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메뉴디자인이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뉴선택동기는 소비자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일식 레스토랑, 메뉴선택속성, 소비
자 선호도, 소비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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