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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인 객을 상으로 한식의 로하스, 지각된 가치, 한식당 이용만족과 고객충성도간의 
계를 분석하여 한식의 세계화를 한 실무  시사  제시하고 방한 외국인 객을 상으로 하는 한식당
이 한식의 세계화 역할에 얼마만큼 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여 외국인 객이 즐겨 찾는 한식당의 
로하스 제고와 련된 정책  지원 등을 논의하고자 함에 연구목 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한식의 로하스 요인은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건강성으로 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
한 요인은 한식의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 계를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한 
한식의 지각된 가치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가치와 고객충성
도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식의 로하스 변수를 구체
으로 분석하고 하 차원을 도출함으로 향후 이루어질 한식의 로하스와 련된 학술연구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한식의 로하스와 한식당 이용경험에 한 지각된 가치가 한식당 이용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인바운드 객을 상으로 하는 한식당  련 정책에 실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한식당에 한 행동의도를 측정하고 이에 한 선행변수들 간의 계
를 규명함으로 한식의 로하스를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략을 실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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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e a possibility which contribute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ining and its potential in perceptions from international visitors about images of LOHAS 
they have. The main study results as follows. 
There were three subordinate concepts; health, eco-friendly, and substantiality. Second, 
perceived value noticeably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korean restaurant. respectively, the 
satisfaction of korean restaurant also noticeably affected customer loyalty.
This research suggested academic implications of contributable view on foodservice 
management and tourism study based on the result from Japanese visitors with their Perceived 
value and domestic restaurant customer loyalty toward Korean dining LOHA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ining and taking a position as a 
supporter of the globalization plan from korean dining found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capable contrib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with related proposals of 
globalization of Korean dining, Korea in-bound tour, and its inter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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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의 외식산업은 단순히 상품을 많이 팔아, 이익

을 많이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얼

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결부된 웰빙의 개념과 한 

웰빙이 지속가능한 로하스의 개념 역시 많은 기업에서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로하스가 21세기 표 인 사업으로 부각되고 우리 

주 에 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학자

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져 왔다[1-3]. 선진국에

서는 이미 로하스의 요성을 깨닫고 로하스로 세계시

장을 선 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로하스에 한 요성을 깨닫고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미국의 

로하스 시장만 보더라도 꾸 한 성장을 보이며 한식의 

로하스가 3명당 1명 정도로 소비자가 증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한식의 로하스들은 “환경 친화 ”이라는 

라벨이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품을 구매하는데 

선택을 함에 있어 많은 향을 다고 한다[5].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로하스의 요성과 시장성

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로하스 개념을 용하여 로

하스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하는 등 마 에 활용하

고 있으며, 로하스 인증기업도 2006년 6개 기업에서 

2010년 21개 기업으로 4배 가까이 늘면서[5] 사회 으

로 로하스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6].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식의 세계화와 련된 

학술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재 한식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세계화와 련하

여 한식의 기호도, 만족도, 메뉴 등에 한 연구들을 

심 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며, 한식의 로하스에 한 

연구도 방한 국인 객만을 상으로 진행되어 일

본인 객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인바운드 시장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로하스가 향

후 객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한식당 이용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한식의 로하스와 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한 일본 객을 상으로 실증

으로 조사하여 한식의 로하스와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

족,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으로 많

은 심을 보이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 략에 기여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식로하스(LOHAS)
LOHAS는 Well-being 트 드에서 발 된 라이 스

타일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Well-being 소비

자들처럼 LOHAS소비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컨셔스미디어’의 마 터들에 의해 고안된 LOHAS라는 

용어는 특정한 유형의 소비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

품이나 서비스 기회를 주기 한 용어로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며,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 스타일

을 의미한다[1][3][7][8].

이러한 LOHAS의 기본 개념은 일반 으로 지 의 

웰빙(Well-being)과는 비교가 되는데, Well-being이라

는 용어는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최한 건강 련 국제회의에서 건강

의 정의로서 건강(health)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완 한 안녕상

태라고 한 것에서 공식 으로 등장한 용어이다[10]. 

로하스는 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음세 까

지 물려  지속 가능한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비

생활패턴으로 다음세 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릴 수 있도록 소비를 함에 있어 명한 선택하는 라이

스타일이다[1].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환경을 괴하지 않고 개발하고 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만이 지속가능경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지속가능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이

야기다[11].

이러한 로하스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웰빙에서 더 

나아가 소비를 함에 있어 세계 경제․문화․환경․정

치와 인간의 마음․육체․정신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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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시 말해 ‘사회  웰빙’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재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소

비패턴으로 웰빙에 이어 강력한 구매력의 새로운 마

 트 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12].

한식의 로하스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기반을 두고 환

경을 고려한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소비

자 층으로 받아지고 있고, 이러한 한식의 로하스의 특성

은 국내에 식을  모르는 웰빙 소비자와 명품 소비자와

의 개념 인 면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13].

2. 지각된 가치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객 행동을 설명하려는 목 에서 지각된 가치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각된 가치는 행

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의견, 신념, 태도, 

흥미보다 더욱 포 인 개념으로써 평가되며 동일한 

행동을 평가할 때 근본 이고 범 한 개념으로 평가 

받는다[7][14].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각된 가치에 심을 갖는 

것은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와 직  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15].

Zeithaml(1988)은 지각된 가치를 제공되는 품질에 

한 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각된 가치란 고객

이 이용한 유․무형 제품의 품질에 해 지불한 가격

의 지각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그는 가격, 품질  

가치와 련한 ‘수단-목  모형’에서 지각된 가치는 지

각된 품질과 지각된 희생, 내․외부  속성  상  속

성들에 향을 받는다고 하 으며 이러한 지각된 가치

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16]. 

Bolton & Drew(1991)은 지각된 가치란 매우 추상

인 개념으로 낮은 가격이나 구매로부터 획득하고자 하

는 것과 지불한 비용에 한 보상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17]. 

Cengiz & Fazil(2007)는 고객에 의해 지각된 가치에 

한 다른 들을 분류하고[20], 문헌들에서 주어진 

정의들의 공통 인 부분을 악함으로써 고객가치에 

한 요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하 는데, 첫째는 개

인이나 조직의 가치에 그것을 차별화하게 하는 제품의 

사용이 본질이고, 둘째는 매자에 의해 결정될 수 없

는 고객에 의해 지각된 것이며[18], 오로지 고객은 제품

이나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지각된 가치의 개념을 정

리하면 지각된 가치란 고객의 화폐  비용과 비화폐  

비용을 포함하여 고객이 지각한 모든 비용과 이로 인하

여 발생된 유․무형  제공물에 한 고객의 평가  

이에 한 부응으로 발생되는 고객가치의 일환으로 정

의할 수 있다. 

3. 고객만족
Oliver(1980)는 고객만족에 하여 고객을 만족시키

는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 충분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하며, 고객의 기 가 소비경험에 한 고객의 이  감

정과 불일치할 때 느끼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 다

[19]. 즉, 기 와 지각된 성과와 일치되거나 정  불

일치가 만족의 원천이 되며, 반 로 지각된 성과가 사

기 보다 을 경우에는 부정  불일치가 발생된다

는 것이다[20]. 

한 Czepiel & Rosenberg(1976)는 고객만족이란 제

공된 제품 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유

발되는 욕구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한 소비자

의 주  평가라고 정의하 다[21].

Fisk & Young(1985), Mowen & Grove(1983)등의 학

자들은 만족을 거래에서 개별 으로 드는 비용과 기

되는 가의 계에 기 해 고객만족이 형성된다고 하

다[22][23]. 즉, 만족은 교환 상 방과 비교하여 자신

이 투입한 투입물(input)과 상 방으로부터 받은 산출

물(outcome)이 공평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

고 정의하 다[24].

한편 Westbrook & Reily(1983), Cadotte, Woodruff, 

& Jenkins(1987)등의 학자들은 소비자가 사 으로 

부여한 가치와 실제로 소비를 함으로써 지각한 결과의 

일치여부를 비교해 만족·불만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25][26]. 즉, 제품에 한 지각상태와 고객의 당

기  사이에 불일치가 클수록 불만족은 커지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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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가 작을수록 만족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7].

고객만족에 한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만

족의 개념은 상당히 주 인 해석으로 이루어져왔으

며, 특히, 개별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 되

어 왔다. 

4. 고객충성도
충성도란 한 가지 는 그 이상의 체 인 것에 개

인에 의해 비번하게 편향된 행동이 표출되어진 것이며, 

심리 인 과정에 한 작용을 의미한다[28].

한 고객충성도는 랜드, 서비스, 포, 매인에 

한 상  태도와 지지하는 행동 사이의 계이며

[29], ‘한 기업의 사람, 제품  서비스에 한 애착

(attachment) 는 애정(affection)의 감정상태’로 정의

하고 있다[30].

고객들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제품, 서비스를 

재구매하게 하고, 타인에게 추천하는 구  활동과, 리

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활동으로 발 되는 것을 충

성도라고 표 하고 있다[31].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충성도가 정의되어 왔지만 학

자들마다 연구하는 분야가 모두 달라 충성도에 해 정

의를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7]. 고객충성도에 

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방법 한 정의만큼이나 다양하나, 부분의 이론  연

구에서는 재구매 의도나 타인 추천의향 등 소비자의 심

리  변수를 이용해 고객충성도를 측정하고 있다

[32][33].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1-1. 한식로하스와 지각된 가치와의 관계
이정학(2007)은 스토랑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

치와 만족에,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서동구, 주 식(2008)은 호텔 스토랑의 로하스 이미

지가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로하스 이미지인 스토랑의 환경성  고객지속

가능성 요인, 친환경성 요인, 지속가능한 재료사용 요인

이 지각된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지

만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장선엽(2009)은 미용실의 

로하스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 다[34]. 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1. 한식로하스와 지각된 가치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있을 것이다.

1-2. 한식로하스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
이자재(2009)는 호텔 스토랑의 로하스 친환경성 이

미지는 웰빙메뉴성향(조리기능성, 매력성)과 고객의 

정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하스 지속성 이미지는 웰빙메뉴성향(조리기능성, 매

력성)과 고객의 부정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5]. 장선엽(2009)은 미용실의 로하

스 이미지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 다[34]. 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2. 한식의 로하스 요인과 고객만족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있을 것이다.

1-3. 한식로하스와 고객충성도와의 관계
최태호, 인화(2007)는 외식업체 랜드 이미지(

업, 기업, 마 )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 이애자(2011)

는 고객만족이 선행이 되어야 고객의 재방문 는 타인

에 추천을 진행한다고 조사되었다[37]. 즉, 한식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정(2008)은 한식의 세계화요인(홍보 노출정도, 

우성인식, 상품 품질, 체험참여정도)이 국가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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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는 한국 태도와 한국 상품 구매의도에, 한국

태도는 한국 상품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이미지가 구매태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38]. 주 식(2008)은 로하스에 

한 인식이 국가이미지와 이미지에 향을 미치며, 

국가이미지는 이미지와 한국에 한 태도에, 

이미지는 한국에 한 태도와 방문의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가이미지와 한국에 

한 태도는 방문의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3. 한식의 로하스 요인과 고객충성도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있을 것이다.

1-4.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간의 관계
지각된 가치가 구매  단계(Woodruff, 1997)를 포함

하는 구매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면[39], 

만족은 구매 후  사용 후 평가라는 것이 보편 이다

[40][41].

만족과 가치, 이 두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행동의도

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만족이 가치지각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42][43]와 가치지각이 만족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

는 학자[44][45]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은 

소비행 에 한 최종 인 평가라는 에서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가치가 만족의 선행요인이며,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치와 만족도와 련된 연구로, Lee & Bang(2004)

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호의

인 가치는 고객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고[46], Wu & Liang(2009)도 고객의 가치지각은 만족

도와 정 이고 유의한 인과 계를 지닌다고 하 다

[47]. 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4. 지각된 가치와 고객만족 간에는 유의한 향 계

가 있을 것이다. 

1-5. 지각된 가치와 고객충성도 간의 관계
Keng et al.(2007)은 고객으로 하여  호의 으로 인

지된 가치로 인해 만족도가 증가하고 행동의도에도 유

의한 향을 주면서 고객의 에서 정 인 경험은 

만족과 직 으로 연결된다고 하 으며[50], Wu & 

Liang(2009)은 고객의 정  가치지각은 재구매와 같

은 행동의도와 정 이고 유의한 인과 계를 지닌다

고 하 다[47].

Bolton & Drew(1991)는 가치는 계를 지속시키며 

정 인 구 을 유발함으로써 충성을 유지하여 소비

자 행동으로의 유의한 결정변수라고 하 다[17].

Parasuraman & Grewal(2000)은 경쟁자들이 쉽게 모

방할 수 있는 제품 품질과 가격 이외에 서비스 품질, 지

각된 가치, 고객 충성도가 실질 인 기업성과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 고, 지각된 가치에서 서비스 

품질의 역할은 요하고, 지각된 가치가 고객의 충성도

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48]. 정용해(2011)의 

연구에서 ‘ 시컨벤션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도

와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

록 만족은 유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 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5. 지각된 가치와 고객충성도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한식로하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한

식의 로하스의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한식의 로하스란 소비자가 한식에 해 인식하는 신체

․정신  건강과 환경․사회정의  지속가능한 인

상의 총체를 의미한다[7][37][50][51]. 이러한 한식의 로

하스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이연정(2008), 주

식(2008), 최지아, 이종미(2010), 이애자, 이수범(2011)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2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7][37][38][52]. 한식의 로하스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 다. 



한식로하스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일본관광객을 중심으로 477

2-2. 지각된 가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객의 한식당에 한 지각

된 가치를 측정하기 해 Ryu et al.(2008)의 연구에서

의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액 비 가치, 경험에 한  가치, 반  가치 

등의 총 3개의 항목의 단일차원으로 지각된 가치를 측

정하 다[53]. 지각된 가치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5  척

도로 구성하 다.

2-3. 고객만족도
고객 만족도는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반 인 음식, 

생, 환경, 서비스, 근성에 한 지각된 성과를 의미

하는 개념이다[7][54][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 

이용에 한 외국인 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2000년  이후의 비교  최근의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반 하고 있다고 단되는 속성 4항목을 추출하여 구성

하 으며[56-58],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2-4. 고객충성도
고객충성도는 고객들의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교

환 계를 지속시키는 특정한 태도와 편향된 행동이 표

출되는 과정을 말한다[7].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고객

충성도를 알아보기 해 선행연구 박소연(2004), 이상

미(2012), 주 식(2008)에서 5문항을 채택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고객충성도를 알아보기 해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7][59][60].

3.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수속을 끝내고 

기 이거나 출국수속을 해 기 인 일본인 객

을 상으로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17일

간 장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원활한 설문조사를 

해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조사원 4명을 선발하고 

설문조사에 투입되기  본 연구의 목 과 조사내용, 

연구윤리 등을 사 에 충분히 교육시켰으며, 역할교

실습을 통하여 사 질문과 조요청의 동질성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 다. 응답자에게 5천원 상당의 보상물을 

제공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응답자에게 사  설명하여 

응답거부율을 최소화하고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회수된 응답지 250부  결측치가 많거나 응답

이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211부의 유효표본에 

하여 자료입력을 실시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2.0과 AMOS 5.0의 통계 로그램

을 사용하 다. 먼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하 고,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분석을 하 으며, AMOS를 이용

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조사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응답자 211명에 한 일

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

성별
남 60 28.4
여 151 71.6

결혼여부
미혼 139 65.9
기혼 62 29.4
기타 10 4.7

학력

고졸이하 48 23.4
대졸 147 71.7
석사 8 3.9
박사 2 1.0

방문목적

관광 190 90.0
친구/친지방문 2 0.9
학술세미나 3 1.4
인센티브여행 8 3.8
전시박람회 2 0.9
국제회의 6 2.8

한식경험
있음 193 91.5
없음 18 8.5

2.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2-1. 한식로하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한식로하스에 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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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와 항목 추정치
표
오차

t값
표 화
된 추정치

AVE

요인 1 : 지속가능성  
후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식문화 1.000 .804

.785
로하스 소비자의 가치를 존
중하는 식문화 .987 .048 20.698 .793

후세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
가 있음 1.015 .065 15.581 .837

한식 소비는 후세의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문화 1.104 .078 14.130 .882

요인 2 : 친환경성
친환경적 용기를 사용 1.000 .842

.823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 1.016 .066 15.441 .803
친환경적 재료가 사용 된다
고 생각 .829 .068 12.171 .742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에 좋다. .979 .068 14.391 .832

요인3 : 건강성
곡류 및 야채위주로 구성된 
건강식품 1.000 .713

.788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식단
을 갖춘 건강식 1.334 .106 12.545 .867

발효식품들은 몸에 좋다 1.219 .106 11.467 .849
요인 4 : 지각된 가치
가격대비 좋은 가치를 제공 1.000 .906

.712이용경험은 금전적 가치 .963 .058 16.629 .852
한식당 식사는 높은 가치 .834 .066 12.554 .769
요인 5 : 고객만족
제공된 음식은 만족 1.000 .729

.739
제공된 서비스는 만족 1.087 .086 12.630 .805
인테리어 및 시설 만족 1.261 .103 12.286 .848
한식당이용 위해 이동하는 
시간 및 교통상황 만족 1.175 .097 12.086 .801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신뢰도를 검증

하기 해 Cronbach’ α값을 사용하 다. 먼  탐색  

요인분석을 해 R-type 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을 통

한 직각회 의 varimax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추출과

정은 고유치(eigen value)기 을 용하여 1.0보다 큰 

요인에 해 요인화 하 다. 분석결과 내용타당도에 있

어서는 분산율이 7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의 값도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설문

지의 내용타당도를 포함 신뢰도는 매우 높아 측정도구

임을 증명하고 있다.

표 2. 한식 로하스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명 / 항목

요인
재치

E-value
분산
설명력

Cronb
ach'α

지속가능성

6.090 59.1 .932

후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식문화 .889

로하스 소비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식문화 .880

후세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음 .845
한식 소비는 후세의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문화 .793

친환경성

1.984 13.4 .841

친환경적 용기를 사용 .840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 .792

친환경적 재료가 사용 된다고 생각 .779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에 좋다 .770

건강성

1.147 6.2 .856곡류 및 야채위주로 구성된 건강식품 .835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식단을 갖춘 건강식 .727

발효식품들은 몸에 좋다 .724

2-2.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대한 신
뢰도 분석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의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하 차원에 

한 신뢰도 값도 .8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의 신뢰도분석결과
변 수 항목 Cronbach'α

지각된 가치 3 .815
고객만족 4 .888
고객충성도 4 .847

3. 확인적 요인분석
한식로하스,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도, 고객충성도의 

각 연구단 에 하여 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검

증하기 하여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결과 

표4 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χ²=104.683, df=142(0.737), 

p=0.992, GFI=0.958, AGFI=0.926, NFI=0.975, 

CFI=1.000, RMSEA=0.000, RMR=0.026로 나타나 분석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분석



한식로하스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일본관광객을 중심으로 479

고객충성도
나는 일본에서도 한식당을 
이용할 것 1.000 .767

.832
앞으로도 계속 한식당을 이
용할 것 1.158 .090 12.813 .830

한식당에 대하여 주변 사람
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 1.194 .091 13.096 .844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식당
을 이용해 보길 추천할 것 .865 .085 10.220 .685

fit index: χ²=104.683, df=142(0.737), p=0.992, GFI=0.958,
AGFI=0.926, NFI=0.975, CFI=1.000, RMSEA=0.000,
RMR=0.026

4. 각 연구단위 간의 상관관계분석
각 요인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구단

의 기 타당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1.000이하로 기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 당 상

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건강성,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간에는 모두 유의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각 연구 단위간의 상관관계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건강성

지각된 
가치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

지속가능성 1.000
친환경성 .530** 1.000
건강성 .598** .728** 1.000

지각된 가치 .879** .560** .646** 1.000
고객만족 .552** .736** .704** .627** 1.000
고객충성도 .539** .359** .605** .449** .404** 1.000
*p<0.05, **p<0.01 

5. 연구모형

         *p<0.05, **p<0.01
그림 1. 연구모형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모형의 반 인 합도를 살

펴보면, χ²=84.090, df=150(0.574), p=0.001, GFI=0.965, 

AGFI=0.938, NFI=0.981, CFI=0.999, RMSEA=0.001, 

RMR=0.016로 나타나 반 으로 보았을 때 합도 지

수들이 기 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설의 검증
6-1. 한식 로하스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식 로하스 요인과 지각된 가치와의 계를 검증해 본 

결과, 지속가능성 경로계수 0.986(t=20.698), 친환경성 경

로계수 1.015(t=15.581), 건강성 경로계수 1.103(t=14.130)

로서 통계 (p<0.01)으로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6-2. 한식로하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식로하스와 고객만족과의 계를 검증해 본 결과 

지속가능성 경로계수 1.016(t=15.440), 친환경성경로계

수 0.830(t=12.180), 건강성 경로계수0.979(t=14.391)로

서 통계 (p<0.01)으로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6-3. 한식로하스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식로하스와 고객충성도 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성 경로계수 1.333(t=12.545), 친환경성 경로계

수 1.219(t=11.487), 건강성 경로계수 1.364(t=12.693)로

서 통계 (p<0.01)으로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6-4.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식로하스와 고객만족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경

로계수 0.964(t=16.629)로서 통계 (p<0.01)으로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6-5. 지각된 가치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와 고객충성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경로계수 0.834(t=12.554)로서 통계 (p>0.01)으로 유의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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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표 6. 가설 검증결과와 경로계수
가설 경로 세부경로

경로
계수

표
오차

t값

가설
1

한식로하스→
지각된 가치

지속가능성→지각된가치 .986 .048 20.698**
친환경성→지각된 가치 1.015 .064 15.581**
건강성→지각된 가치 1.103 .077 14.130**

가설
2

한식로하스→
고객만족

지속가능성→고객만족 1.016 .065 15.440**
친환경성→고객만족 .830 .068 12.180**
건강성→고객만족 .979 .068 14.391**

가설
3

한식로하스→
고객충성도

지속가능성→고객충성도 1.333 .105 12.545**
친환경성→고객충성도 1.219 .106 11.467**
건강성→고객충성도 1.364 .107 12.693**

가설
4

지각된가치→
고객만족 지각된 가치→고객만족 .964 .058 16.629**

가설
5

지각된가치→
고객충성도 지각된가치→고객충성도 .834 .066 12.554

 *P<0.05, **P<0.01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국가 ․정책 으로 많은 심을 갖

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 방안과 련하여 기존 한식재단

에서 한식의 로하스를 강조하고 있는 에 착안하여 한

식의 로하스의 요인을 도출하고 한국인바운드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일본인 객을 상으로 한식 로하스

의 지각된 가치가 고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목 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일반 이고, 방 한 한식의 이미지가 아닌 

지속가능성, 건강성과 친환경성 요인을 고려한 한식 의 

로하스 이미지를 목시킴으로써 기존연구에 비해 차

별성을 갖고, 실무 인 특성을 갖는다. 연구결과를 토

로 외식경   학과 련된 연구에 기여할 수 있

는 학문  시사 을 제시하 으며, 한식의 세계화에 

한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 로하스 이미지를 내세운 

한식재단의 한식의 세계화 략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

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 과 함께 한식

의 세계화  한국 인바운드 과 련된 유 기 에 

연구결과와 련된 제언을 하여 실무  기여를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의 로하스 요인 에서 지속가능성, 친환경

성, 건강성이 지각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일본 객들이 한식의 로하스 요인에 

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외래

객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객 객에게 한

식의 로하스 이미지를 포지셔닝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한식의 로하스 요인 에서 지속가능성, 친환경

성, 건강성 요인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

족과 충성도를 높이기 해서는 한식의 재료와 조리법

에 있어서 건강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한 마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한 한식의 웰빙화  지속

가능성에 을 둔 홍보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식의 로하스의 지각된 가치와 고객충성도 사

이에는 유의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들의 한식에 한 지각된 가치가 높더라도 한식

당을 계속 재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식에 하여 어느 정도 지각하

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식에 해 확신하지 못

하고 방한 당시 쉽게 할 수 있었던 한식당이 지에서

는 근성이 어려운 것도 한식당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요소로 생각된다. 한 본인은 한식에 해 정 으로 

지각하고 있더라도 한식에 한 지각이 없는 다른 타인

에게 추천함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외국인 객을 모집단으로 설

정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기 인 일본인 

객만을 상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따라서 비표

본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방한 일본 단체여행객은 

특성상 미혼의 여성이 많아 샘 링의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외국인의 한식당에 한 만족  가치 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한식당을 이용하고 나오는 외국

인 객을 상으로 intercept survey를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측정값으로부터 외국인 객들의 한식당

에 한 지각된 가치  이용만족간의 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식의 세계화와 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국

민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계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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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세계화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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