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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고객들의 선택속성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하위요인인 브랜드, 매장, 가격이 고객들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가격, 매장/서비스가치, 브랜드가치, 음식이 미치는 영향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브랜드 이미지와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4가지(가격 속성,매장/서비스 속성, 브랜드 속성 음식 속성)중 중요도

에 가장 유의한 관계에 있는 선택속성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청결 및 위생 상태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로 나타났고,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4가지 중 필요도에 가장 유의한 관계에 있는 선택속성은 패밀리레스토

랑 매장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의 인식,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

와 질로 나왔다. 따라서 패밀리레스토랑을 선택속성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격속성과 매장/서비스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패밀리레스토랑 경영의 전략적인 방안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주제어 : 패밀리레스토랑선택속성,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중요도, 브랜드필요성, 재방문의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customers' selection attributes on family restaurants, brand images, 

and the effect on revisit intention were analyzed. Specifically, the effects of brand, store, and price, 

which are sub-factors of family restaurants, on customers' revisit intention, store/service value, brand 

value, food effect, and revisit intention were examined. Among the brand image and four family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most significant selection attributes were the 

cleanliness and hygiene of family restaurant stores and the menu and quality of family restaurant 

stor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family restaurants are price attributes and store/service attributes 

that have the most influence among the selection attributes.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find development plans through strategic plans for family restaurant manag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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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하기 위하여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야하는데, 과거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음식을 섭취하였다면 오늘날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가

치추구를 위하여 레스토랑을 찾는다[1]. 레스토랑은 편리

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방이라는 뜻으로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를 동반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서비

스업이라 할 수 있다[2]. 한편, 패밀리 레스토랑은 미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외식산업이 성장하면서 패밀리 레스

토랑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대 중반에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이후 국내에 본격적인 외식산업체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1990년대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이 도입되어 성

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업에서 외식산업 진출이 확대

되면서 체인형태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족단위로 이용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안함과 가격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업태로 발전되었다[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외식시장은 다양화, 고급화 추

세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지

닌 외식업체들이 증가되고 있다[4].1인 가족 수 증가와 

여가시간 증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외식산업

의 지속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5]. 또한 과다 경

쟁으로 경제적 우위를 위해 고객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소비자들의 선택속성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접근이 필요

한 시점이다[6].

외식트렌트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패밀리 레스토랑

의 매출감소, 이익감소로 폐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존의 

전략이 적설히 요구되고 있다[7]. 기업간 경쟁심화와 다

양한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다른 기업과의 차별적

인 브랜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패밀리 레

스토랑은 치열한 외식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망

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고객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영업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선택속성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밀리 레스토랑 선택속성

속성이란 타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고유의 성질을 말

한다[8]. 선택속성은 선택에 미치는 요인으로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들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레스토랑

의 선택속성에는 음식, 가격, 분위기, 직원서비스, 편의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9] 그 속성들을 지각여부에 따

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선택속성이라 

한다. 즉 고객들은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선택속성에 따

른 태도를 형성하며 태도는 소비자 행동으로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것으로, 레스토랑 선택속성 파악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9]. Dhir(1987)는 레스토랑의 선택속성

을 가격, 음식의 질, 오락적분위기, 접근의 용이성, 다양

한 메뉴, 직원의 친절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중 가격과 

음식의 질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9]. 고호

석(1998)의 연구에서는 6개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적 

고객들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기대와 불만족 차이를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형태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식의 질, 가격, 분위기, 메뉴의 다양성, 주차

공간 등이 중요한 요인변수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패밀리레스토랑

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요인을 확인함과 치열해지는 레

스토랑의 경쟁속에서 레스토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마케팅 자료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란 소비자의 기억에 저장된 브랜드에 관한 지각

이라고 정의를 하였다[10]. 기업이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

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브랜드와 구분

하기 위한 사용하는 명칭, 디자인, 품명 등의 집합체를 말

하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자의 역할을 한다[11]

브랜드이미지는 제품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

자에게 제품구매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12]) 브랜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수단에 불

과했다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품

의 품질, 신뢰 등을 인식하게 되었다. 브랜드의 기능은 고

객들이 가치소득이 늘어나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

게 되었다. 결국 브랜드의 강렬한 시각적인 효과를 지닌, 

성공의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다[13].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스타일의 경험을 통한 즐

길 수 있는 다른 그 이상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이나 그들

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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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방문의도

재방문의도는 고객만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만족여부에 따라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로 고객

만족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만족은 서비스 

품질보다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를 결정하는데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14].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은 후 만

족하면 반복적으로 이용 할 의도를 가지며, 소비의 태도

로 옮겨지는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방문 

의도는 관계지속, 고객유지, 고객충성도의 개념으로도 이

해할 수 있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외식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Oliver(1980)는 

기업의 레스토랑 경영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

고객의 긍정적 기업태도는 고객을 만족하게 해서 재방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고객만족과 재

방문의도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Kim(2004)은 재방문의도는 소비자가 미래에도 제

공받은 서비스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

면서, 재방문의도는 실제로 재구매 행동이나, 고객유지

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Kim(2013)은 레스토랑 이용

고객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면서 이용유용성과 이용편리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2017)는 외식업

체 영양표시제가 소비자태도, 이용동기, 건강관심도 만

족도 재방문의도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레

스토랑 이용고객들은 영양정보 표시제에 대한 인과관계

에서 소비자 태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만족도는 재방 문의도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3. 연구설계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고객들의 선택속성 

중 브랜드를 선택할 시 어느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의 ‘중요도’와, 향후의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강화되

어야 할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향 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강화되

어야 할 패밀리레스토랑 경영의 전략적 방안에 대한 제

시한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구매행동

과 관련하여 외부요인이 변화고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통

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개념들 간의 영양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

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필요도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중요도

재방문의도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전영직·박영기(2017)는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드 중

요도와 필요도의 관계에 있어서 패밀리레스토랑의 브랜

드 자산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랜드 품질, 브랜드 인지, 브랜드 신뢰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H1을 설정하였다.

H1.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중요도와 브랜드 필요도

의 관계로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중요도과 브랜

드 필요도의 소비성향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 이다. 

임미라 외 (2013)는 소비자 특성 요인인 적극성,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H2를 설정하였다.

H2.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중요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병주 윤대균 송석호(2011)는 호텔브랜드 태도가 브

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브랜드와 서비스에 호의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선호도 및 지속적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 H3을 설정하였다.

H3.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필요도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밀리레스토랑을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할당표본추출법을 이

용하여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객 167명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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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헌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설문

지를 작성하였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측정문항을 수정

한 후,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패밀리레스토랑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

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하여 수정한 후, 2021년 4월 20일부

터 2021년 6월10일까지 약 50일간에 거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응답자가 설문

문항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임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포를 배포하여 167부가 회수되었으

며, 최종적으로 167부를 가지고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200명 중 유효표본 167명의 

인구통계학적 측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결과 성별

은 남자 94명(56.0%), 여자 73명(43.0%)으로 총 167명

이다. 연령은 30세 이상 35세 미만 55명(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으로는 는 44명

(26.0%),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28명(16.0%), 20세 이

상 25세 미만으로는 26명(15.0%)으로 나타났다. 매장 방

문 횟수는 5회 이상이 87명(52.0%) 3-4회가 42명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회가 23명(13.0%), 

매장 방문 횟수 없음이 15명(8.0%)로 나왔다. 선호 브랜

드 유무로는 없다가 87명(52.0%), 있다가 80명(47.0%)

로 선호브랜드의 유무로는 없는 것이 약간 높게 나타났

다.

4.2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이미지의 필요도와 

    중요도 분석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이미지의 필요도와 중요도로 

4문항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의 문항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두 번째의 문항

으로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신뢰 가는 이미지, 세 번

째의 문항으로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공감 가는 이미

지, 네 번째의 문항으로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전통적

인 이미지로 나누었으며, 필요도와 중요도로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가격속성, 두 번째로는 매장/서비스속성, 

세 번째로는 브랜드속성, 네 번째로는 음식속성으로 나뉘

었으며, 첫 번째 속성인 가격속성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

의 음식의 양/질 대비 적정가격,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시기별 음식가격할인,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시간별 가

격 차별화로 나뉘었고, 두 번째 속성인 매장/서비스속성 

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청결 및 위생상태,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의 독특한 건물외관 분위기, 패밀리레스토

랑 매장의 특별하고 새로운 매장 분위기,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편리한 주차시설,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한국적 

이미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편리한 예약환경, 패밀리

레스토랑매장의 서비스만족도,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종업원용모로 나뉘었다. 세 번째 속성인 브랜드 속성으로

는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긍정적인 평판, 패밀리레스

토랑 브랜드의 정보 취득 용이성,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의 적극적인 홍보,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이벤트의 활성

화로 나뉘었다. 네 번째 속성인 음식속성으로는 패밀리레

스토랑 매장의 웰빙, 힐링 음식 이미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의 인식, 패밀리레스토랑 매장

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 다양성,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시각적 효과로 나누어 필

요도와 중요도로 소비성향을 분석하였다

4.3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구매행동의 필요도 요인

    분석 결과

요인명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 회전된 성분 필요도

음식의 

다양성과 질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

0.749 4.46 

4.41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의 인식
0.696 4.46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 

다양성
0.615 4.28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0.485 4.46 

매장 내 시각적 

분위기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독특한 건물 

외관 분위기
0.745 3.65 

4.06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특별하고 

새로운 매장 분위기
0.743 3.84 

패밀리레스토랑매장의 한국적 

이미지
0.513 4.26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종업원 용모 0.501 4.14 

패밀리레스토랑매장의 음식의 

시각적 효과
0.437 4.43 

Table 1. Rotated Component Matrix of Korean Food 

Franchise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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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하였고., 베리믹스 방

식으로 회전시켰다. 각 항목의 요인적재치의 범위는 음식

의 다양성과 질 .749~.485 , 매장내 시각적 분위기 

.745~.437, 음식의 가격 차별화 .770~.510, 긍정적 평

판을 위한 서비스 .770~.733, 매장의 특화 서비스 

.788~.209, 이미지 .817~.740, 가격 .825~.740, 입지 

.858~.604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한 

나누어진 차원들을 보면, 설문지 구성한 차원과 동일한 

요인들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측도
　 0.58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77.070

자유도 210

유의확률 0.000

요인 분석 모형에서 적합성의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통요인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필요도 0.779 22

중요도 0.674 22

5. 가설검증

5.1 패밀리레스토랑 소비성향이 선택속성 중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회귀식의  설명력
R제곱 0.256

수정된 R제곱 0.242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0.193 0.523 　 0.369 0.713 　 　

패밀리레스토랑매장
의 웰빙, 힐링 음식 

이미지
0.394 0.081 0.335 4.894 0.000 0.974 1.026

패밀리레스토랑 매장
의 시간 별 가격 차

별화
0.288 0.072 0.271 3.998 0.000 0.989 1.011

패밀리레스토랑 매장
의 한국적 이미지

0.264 0.070 0.259 3.776 0.000 0.969 1.032

  a. 종속변수: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전통적 이미지

Table 2. Korean Food Franchise Consumption Trends 

Are Optional Influence on Brand

패밀리레스토랑 소비성향이 선택속성 중 브랜드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모형의 회귀식은 R² 0.25, 수정된 R²0.242으로 나

타났다. 유의확률 P값은 (p=0.000)로 도출되어 분석에서 

활용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각각의 

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웰빙, 

힐링적인 음식이미지, 지속가능성은 β=.394(t=4.894 

p=0.000) 으로 도출되었으며, VIF 1.026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5.2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중 중요도와 필요도 

    분석

패밀리레스토랑 선택 속성 중복 빈도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종업원 용모 3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2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웰빙, 힐링 음식 이미지 2

Table 3. Korean Food Franchise ChoiceTh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the Importance of Korean 

Food Franchise need analysis

가설 1, 패밀리레스토랑은 중요도와 필요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1은 부분 채택 되었

다.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소비성향 중 사회적 성향은 

선택속성인 매장/서비스 속성, 음식속성 부분에서 채택

되었다. 

가설 2,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중요도는 재방문의도 

음식의 가격 

차별화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시기별 음식 
가격 할인

0.770 3.90 

3.98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시간 별 가격 

차별화
0.651 3.79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양/질 대비 적정가격
0.510 4.24 

긍정적 평판을 
위한 서비스

패밀리레스토랑매장의 서비스 
만족도

0.770 4.23 

4.23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의 긍정적인 

평판
0.733 4.23 

매장의 특화 
서비스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편리한 
주차시설

0.788 4.39 

4.26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이벤트의 

활성화
0.624 4.26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청결 및 
위생상태

0.209 4.14 

회전된성분행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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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의 가설2 는 부분 채택되었

다.신뢰, 이미지, 환경/위생, 건강/영양, 서비스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지만, 제품, 가격, 입지 부

분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 기각되었다.

가설 3,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 필요도는 구매행동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은 부분 채택

되었다.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종업원 용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로 채택 되었지만, 가격속성, 브랜드속

성에서는 유요한 결과를 얻지 못해 기각 되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대한 고객들의 선택

속성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하위요인인 브랜드, 매장, 가격이 고객들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가격, 매장/서비스가치, 브랜드가치, 음식이 미치

는 영향과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향 후 필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음식의 다

양성과 질의 항목이 가장 높았다. 그 중 선택속성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 패밀리레스토

랑 매장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의 인식,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

의 메뉴 다양성 순으로 필요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로 향 후 필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매장의 특

화 서비스의 항목이 높았다. 그 중 선택속성으로는 패밀

리레스토랑 매장의 편리한 주차시설, 패밀리레스토랑 브

랜드 이벤트의 활성화,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청결 및 

위생상태 순으로 필요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세 번째로 향 후 필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긍정적 평

판을 위한 서비스의 항목으로 그 중 선택 속성으로는 패

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서비스 만족도, 패밀리레스토랑 브

랜드의 긍적적인 평판이라고 조사되었다.

네 번째로 향 후 필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매장 내 

시각적인 분위기의 항목으로 그 중 선택 속성으로는 패

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시각적 효과, 패밀리레스토

랑 매장의 한국적인 이미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종업

원의 용모,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특별하고 새로운 매장 

분위기,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독특한 건물 외관 분위기 

순으로 필요도가 조사 되었다.

다섯 번째로 향 후 필요하게 생각되는 요인은 음식의 

가격 차별화의 항목으로 그 중 선택속성으로는 패밀리레

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양/질 대비 적정가격, 패밀리레스

토랑 매장의 시기별 음식 가격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매

장의 시간별 가격 차별화 순으로 필요도가 조사 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브랜드 이미지와 패밀리레스토랑 

선택속성 4가지(가격 속성,매장/서비스 속성, 브랜드 속

성 음식 속성)중 중요도에 가장 유의한 관계에 있는 선택

속성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청결 및 위생 상태와 패

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로 나타났고, 패밀

리레스토랑 선택속성 4가지 중 필요도에 가장 유의한 관

계에 있는 선택속성은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영양이 풍

부한 음식의 인식,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맛과 

영양성, 패밀리레스토랑 매장의 음식의 메뉴와 질로 나왔

다. 따라서 패밀리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격속성과 매장/서비스 속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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