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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elective attributes of Ethnic Food Restaurant. A total of 36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ive factors were obtained from factor analysis of Importance variance of selective attributes of Ethnic 
food restaurant: Factor 1 “Quality”, Factor 2 “Service”, Factor 3 “Physical environment”, Factor 4 “Uniqueness”, Factor 5 “Health”. 
Also,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Uniqueness” factors influenced overall satisfac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PA results, 
selective attributes with low satisfaction and high importance in the second quadrant were ‘Sanitation that comfort hospitality’, ‘Level 
of service’ and ‘Pr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customers select Ethnic food restaurant, they consider ‘food price’ and ‘food 
quality’. Therefore, manager of ethnic food restaurant should take these improvement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meet 
consumer's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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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이데올로기의 퇴조, 교통·정보 통신기술의 혁신

으로 국가 간 장벽의 높이는 낮아졌으며, 특히 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로의 유학과 해외여행은 수월해지게 되고,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

제적 문화의 이동은 외식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인의 식

생활에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만들었고(Choe JY와 Cho 

MS 2010), 이는 외식에 대한 개념 다양성이나 개성, 고급

화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음식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충족 개념의 외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Choi SC과 Hong SH 2005). 에스닉 푸드(Ethnic food)란 

특별한 문화집단, 인종, 종교, 국가 혹은 한 나라의 유산 

등으로 여겨지는 음식을 의미하며(Dwyer J와 Bermudez 

OI 2003), 1970년대 미국에서 에스닉 푸드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하였다.

세계적으로 외식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국 음식을 

상품화는 등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증대되고 

있으며(Lee SJ와 Chae IS 2008), 이와 더불어 에스닉 푸드

의 시장뿐만 아니라 에스닉 레스토랑(Ethnic Restaurant)

의 증가로 인해 에스닉 푸드를 손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에스닉 푸드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NRA 2000).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도 예외일 수

는 없다. 한국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2천만이 넘은 2006년

도 이후에 특정 외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으며(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7), 통계청의 

2012년 도·소매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에스닉 푸드 관

련 업종은 2008년 726개에서 2011년 1,177개로 62.1%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Korea Statstics 2012). 또한 해

외여행 경험을 통해서 접한 외국음식을 국내에서도 경험

해 보고 싶은 고객의 욕구(Choi SC와 Hong SH 2005)와 

에스닉 푸드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Siemering 

A 2004)으로 하여 에스닉 레스토랑의 성장은 계속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에스닉 푸드 및 에스닉 레스토랑 관련 연구로는 Kim 

TH(2005)는 한국에 최근 급성장하는 에스닉 레스토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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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s

Items Questionnaires References

Ethnic Food Behavior Visiting frequency, Eating out expenditure 2 Cheo JY (2008)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Ethnic Food Restaurant Service, Image, Food Quality Ethnic, Atmosphere 22 Won YE (2010)

General Questions Gender, Age, Job, Income 3 -

대한 나라별 점포수 및 브랜드별 현황을 연구하였고, 

Choi SC와 Hong SH(2005)는 에스닉 레스토랑의 시장 세

분화 및 선택속성을 분석 연구하였다. Lee HY와 Kim 

HY(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 음식에 대한 태도와 

관심, 외국음식 및 세계음식에 대한 정보 요구도를 연구

하였으며, Joo YH(2006)는 민족음식에 대한 조망에서 글

로벌화에 따른 각국의 민족음식의 다양한 변화를 연구하

였다. 그리고 Choe JY와 Cho MS(2010)의 연구에서는 외

식 소비자들의 에스닉 레스토랑에 대한 선택속성을 에스

닉 음식속성, 종업원과 서비스, 음식의 맛과 위생안전성, 

건강에 좋은 음식, 음식의 디자인과 레스토랑의 분위기 

등 총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에스닉 레스토랑의 종류

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점에 대해 연구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Son JS 등(2011)은 멕시코, 인도, 베트

남, 태국 레스토랑을 레스토랑별 고객방문동기, 이용행동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Tasi 

CT와 Lu PH(2012)는 에스닉 레스토랑의 전통식사 경험

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초기의 연구는 

현황 및 관심도, 요구도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의 연구

에서는 에스닉 푸드를 대표 하는 몇 나라의 에스닉 레스

토랑을 한정지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에스닉 레

스토랑에 대해 20대 이상의 외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격

자모형기법(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이

용하여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고, 외식 소비자들이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 선택할 

때 어떠한 중요 요인이 외식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에

스닉 푸드와 에스닉 레스토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에스닉 푸드(민족음식)란, 

특정 민족을 상징한다는 표상화 되는 음식으로, 각 국의 

고유의 민족음식을 말하며, 에스닉 레스토랑은 전통요리

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음식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서아

시아, 중남미, 중동, 북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의 전통요

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의미합니다.”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글독

스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2013년 2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55일 동안 

온라인 설문과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배포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고, 온라인과 배포 설문지 중의 불성실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369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주요개념의 측정을 위한 조사도

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에

스닉 푸드 이용실태(2문항),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 시 중

요도 및 만족도(각각 21문항) 및 일반사항(3문항)으로 구

성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에스닉 레스토랑 이용실태 

및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은 각각 Won YE(2010)와 

Choe JY(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의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의 이용행태와 에스닉 푸드 레

스토랑의 중요 및 만족에 관한 선택속성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에스닉 푸드 이용실태는 에스닉 푸드 이용횟

수 및 1인 기준 지출비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에스닉 레스

토랑 선택속성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중요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매우 중요하다)와 만족도(1점: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매우 만족한다)를 측정하였다. 

그 외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 자료의 통계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s Ver. 12.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에스

닉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의 중요도 및 만족도간의 차이분

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

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IP 분석을 이용하였다. IPA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는 1997년 Martilla J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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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Variables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130 35.2

Female 239 64.8

Age(yr)

20-29 140 37.9
30-39 143 38.8
40-49 63 17.1
≥50 23 6.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35 9.5
Some collage 47 12.7

Bachelor’s degree 198 53.7
Master’s degree or higher 89 24.1

Job status

Professional & Technician 116 31.4
Officer 98 26.6
Service 36 9.8

Own business 33 8.9
Student 55 14.9

Housewife 31 8.4

Household
Income
(Korean

won/ month)

〉1,000,00 68 18.4
1,000,000 ~ 2,000,000 83 22.5
2,000,000 ~ 3,000,000 97 26.3
3,000,000 ~ 4,000,000 56 15.2

≥ 4,000,000 65 17.6

Visiting 
frequency
(for one 
month)

≤ 5 98 26.6
6 ~ 10 141 38.2
11 ~ 20 84 22.8
21 ~ 30 30 8.1
≥ 31 16 4.3

Eating out 
expenditure

(Korean 
won/ one 

time)

〉10,000 63 17.1
 10,000 ~ 15,000 115 31.2
 15,000 ~ 20,000 85 23.0
 20,000 ~ 25,000 57 15.4

≥ 25,000 49 13.3
Total 369 100

James JC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경영전략 도구로 중요

도와 실행도 분석으로 전략적인 마케팅 접근법으로 가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Martilla JA와 James JC 

1977, Lim HC 등 2012),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 분석, 교

육 평가, 서비스 품질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Ahn JA와 Shin MH 2005). IPA는 만족도를 X축, 중

요도를 Y축으로 하는 격자도(Grid)를 그린 후, 중요도와 

수행도 측정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Ⅰ
사분면(Doing great)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으며, Ⅱ
사분면(Focus here)은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다. Ⅲ
사분면(Low priority)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으며, 

Ⅳ사분면(Overdone)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부

분이다(Yoo HK와 Hong WS 2008, Ki KC 2005, Hammit 

WE 등 1996).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 시 중요도 총 21개 항목들의 내

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

뢰도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분석기법은 Varimi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치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

여 요인적재량 .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분류된 

중요도 요인들이 전반적인 에스닉 레스토랑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

과 같다. 성별은 남성 130명(35.2%), 여성 239명(64.8%)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세 이상~29세 140명(37.9%), 

30세 이상~39세 이하가 143명(38.8%)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에서는 대학졸업자가 198명(53.7%)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은 기술 및 전문직이 116

명(31.4%),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300만원 미만

(26.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외식횟수는 

6회-10회가 141명(38.2%), 1회 평균 외식비용은 1만원 이

상~1만 5천원 미만(31.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분석

에스닉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

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닉 레스토랑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있어서 이국적 인테리어, 음식의 장식 및 디자인

의 고급스러움, 메뉴의 다양성 등 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

지 항목들에서 모두 유의적 차이(p<0.01)를 보였다. 

중요도 항목에서는 음식의 맛(4.24/5)가 가장 높은 항

목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고품질의 음식(4.08/5), 재

료의 신선함(4.07/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이국

적 인테리어(3.80/5) 항목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음식 가격(0.99), 재료의 신선함(0.65), 고품질의 음식(0.64) 

순으로 나타났다.

3. 에스닉 레스토랑의 선택속성 중요도-만족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을 크

게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에스닉 레스토랑의 중요

도와 만족도에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를 

Fig. 1에 격자도로 나타냈다.

Ⅰ사분면(Doing great)은 이국적 요리, 고유의 전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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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Selective Attributes by Ethnic Restaurant

Items
Importance Performance

Gap t-value
Mean±SD1) Mean±SD2)

1. Exotic 3.91±0.91 3.59±0.83 0.32 8.33***

2. Traditional Flavor 3.60±1.01 3.35±1.00 0.25 5.57***

3. Experience of Traditional food 3.98±0.91 3.57±0.89 0.41 9.02**

4. Kindness of service 3.66±0.89 3.32±0.76 0.34 7.09***

5. Expedition of service 3.53±0.92 3.14±0.81 0.39 8.07***

6. Level of service 3.53±0.92 3.14±0.79 0.39 7.82***

7. Neat in service 3.52±0.89 3.24±0.77 0.28 5.46**

8. Sanitation that comforts hospitality 3.92±0.88 3.37±0.79 0.55 11.58***

9. Freshness 4.07±0.94 3.42±0.43 0.65 12.75***

10. Tasty 4.24±0.91 3.76±0.84 0.48 10.67***

11. Nutritional information 3.71±0.91 3.22±0.83 0.49 9.44***

12. Healthy 3.68±0.87 3.21±0.82 0.47 9.23***

13. Exotic interior 3.86±0.88 3.80±0.84 0.06 1.45

14. Image of restaurant 3.82±0.86 3.67±0.79 0.15 3.30**

15. Image of food and design 3.56±0.93 3.48±0.82 0.08 1.70

16. Feedback of others 3.91±0.86 3.57±0.74 0.34 7.64***

17. Good service 3.79±0.89 3.34±0.77 0.45 9.74***

18. Variety of menus 3.49±0.94 3.45±0.82 0.04 0.72

19. Food quality 4.08±0.84 3.45±0.74 0.63 13.09***

20. Price 3.79±0.99 2.80±0.87 0.99 15.21***

Total 3.78±0.21 3.39±0.24 0.39 7.70***
1)Mean±SD with 5-point Likert scale : 1 point (strongly unimportant)- 5 point (strongly important)
2)Mean±SD with 5-point Likert scale : 1 point (strongly unsatisfactory)- 5 point (strongly satisfactory)
*** p<0.001, ** p<0.01, * p<0.05

리, 재료의 신선함, 음식의 맛, 이국적 인테리어, 전반적

인 레스토랑의 이미지, 이용자들의 평판, 고품질의 음식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Ⅱ사분면(Focus here)에는 레스토랑

의 위생적이고 편안한 느낌, 제공되는 서비스 좋음, 음식

가격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Ⅲ사분면(Low priority)은 고

유의 향, 종업원의 친절, 서비스의 신속, 수준 높은 서비

스, 종업원의 단정한 용모, 영양가 높은 음식, 건강에 좋

은 음식 등 항목들이 나타났고, Ⅳ사분면(Overdone)에는 

음식의 장식 및 디자인의 고급스러움, 메뉴의 다양성 등

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 에스닉 레스토랑의 업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레스토랑의 위생적이

고 편안한 느낌, 제공되는 서비스 좋음, 음식가격 등이 

나타났다.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 이용자들은 ‘음식가격’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IS

와 Kim SH(2004)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

한 연구에서 ‘음식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의 연구 주제인 에

스닉 푸드 레스토랑의 선택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

견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Yoon HR(2005)의 

연구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새로운 맛과 이국적인 

음식을 선호하며, 음식을 선택할 때 에스닉 푸드에서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에스닉 레스토랑들은 ‘고유의 향’이나 ‘전통음식 및 

이국적 음식’을 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

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4.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중요도에 관한 요인
분석

전체 21문항 중에 요인적재량이 낮은 1개의 문항 ‘편

리한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총 20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KMO값은 0.915로 나타나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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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Attribute

Ⅰ
Doing great

 1. Exotic
 3. Experience of Traditional food
 9. Freshness
10. Tasty
13. Exotic interior
14. Image of restaurant
16. Feedback of others
19. Food quality

Ⅱ
Focus here

8. Sanitation that comforts hospitality
17. Good service
20. Price

Ⅲ
Low priority

2. Traditional Flavor
4. Kindness of service
5. Expedition of service
6. Level of service
7. Neat in service
11. Nutritional information
12. Healthy

Ⅳ
Overdone

15. Image of food and design
18. Variety of menus 

Fig.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the Selective 

Attributes of Ethnic Restaurant

본적합도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 수준 1% 이내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가 0.8 이상으로 나

타나 각 측정항목은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g JJ 2008, Kim IS와 Kim SH 2004). 이들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3.523%이고, 추출된 요인과 구성변수는 

Table 4와 같다.

요인 1은 음식의 맛, 재료의 신선함, 음식의 질, 이용자

들의 평판, 제공되는 서비스 좋음, 레스토랑의 위생적이

고 편안한 느낌, 음식가격 등 총 7항목들로 ‘품질’로 명명

하였고, 요인 2는 수준 높은 서비스, 서비스의 신속, 종업

원의 친절, 종업원의 단정한 용모 등 총 4개 항목들로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음식의 장식 및 디자인의 고급스러움, 이국적 

인테리어, 전반적인 레스토랑의 이미지, 메뉴의 다양성 

등 총 4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물리적 환경’으로 명명

하였고, 요인 4는 고유의 향, 이국적 음식, 고유의 전통요

리 총 3항목들로 ‘고유성’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 요

인 5는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 등 총 2항목

으로 ‘건강’으로 명명하였다. 

5.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중요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중요도 및 전반적인 만족

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 5가지 각 요인의 평

균을 변수로 만들고, 전체 만족도와만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중요도 변수를 모두 통합한 전체 

중요도와 5개의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9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상을 고려하여 

전체 만족도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는 품질(0.510), 서비스(0.464), 물

리적 환경(0.506), 고유성(0.449), 건강(0.333)등 요인 모두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p<0.01).

6.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중요도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스닉 레스토랑의 선택속성 중요도 요인이 전체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중요도 요인 

5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그 중 품질(p<0.01), 물리적 환경(p<0.001), 고유성(p<0.001) 

3가지 요인이 전체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Sulek JM과 Hensley RL(2004)의 연구에서 음식의 

품질이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 Tsai CT와 Lu PH(2012)의 연구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난 기존의 연구와는 동이한 결과를 보였다. 

물리적 환경 요인 역시 에스닉 레스토랑의 전체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인 Liu Y와 Jang SC(2009a; 2009b)의 연구에서 

에스닉한 분위기는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시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George TR(2001)

과 Sukalakamala P와 Boyce JB(2007)의 연구에서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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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es of the Selective Attribute' Importance of Ethnic Restaurant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α

Quality

Tasty 0.780

4.285
(21.437)

0.911

Freshness 0.764
Food quality 0.747
Feedback of others 0.656
Good service 0.656
Sanitation that comforts hospitality 0.642
Price 0.574

Service

Level of service 0.824

3.399
(16.996)

0.894
Expedition of service 0.812
Kindness of service 0.800
Neat in service 0.734

Physical
Environment

Image of food and design 0.831

2.703
(13.515)

0.814
Exotic interior 0.732
Image of restaurant 0.685
Variety of menus 0.629

Unique
Culture

Traditional Flavor 0.854
2.490

(12.449)
0.846Exotic 0.812

Experience traditional food 0.801

Health
Healthy 0.848 1.827

(9.136)
0.906

Nutritional information 0.809

KMO value:0..915, Bartlett's test: p<0.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garding Overall Satisfaction and Importance by the Selective Attributes of Ethnic Restaurant 

Mean±SD Quality Service
Physical

environment
Unique 
culture

Health 
Overall 

satisfaction

Quality 4.19±0.80 1

Service 3.56±0.78 0.662** 1
Physical environment 3.68±0.72 0.611** 0.512** 1
Unique culture 3.83±0.82 0.517** 0.313** 0.417** 1
Health & Nutrition 3.69±0.85 0.703** 0.529** 0.476** 0.294** 1

Overall satisfaction 3.39±0.51 0.510** 0.406** 0.506** 0.449** 0.333** 1

*** p<0.001, ** p<0.01, * p<0.05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verall Satisfaction and Importance by the Selective Attributes of Ethnic Restaurant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ß t p-value
Colinearity

Tolerance VIF

Overall
Satisfaction

Constant 1.489 0.138 10.817*** 0.000

Quality 0.140 0.049 0.220 2.686** 0.004 0.369 2.707
Service 0.058 0.037 0.089 1.546 0.123 0.534 1.873
Physical environment 0.187 0.039 0.264 4.804*** 0.000 0.586 1.706
Unique culture 0.134 0.031 0.215 4.284*** 0.000 0.704 1.421

Health -0.035 0.036 -0.057 -0.954 0.341 0.581 1.722

R=.599 R2=0.359, adjusted R2=0.350 F-value =40.66 ***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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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스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느낄 때 음악이나 직원

들의 유니폼 보다는 그 나라의 이국적인 장식품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외식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에스닉 레스토랑의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총 21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닉 레스

토랑의 선택속성에 관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후, 

IPA를 실시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에스닉 레스토랑 선택 시 중요도에 관한 항목들을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품질요인’, ‘서비스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고유성 요인’, ‘건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추출된 요인

들을 가지고 에스닉 레스토랑의 전체 만족도와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 5가지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p<0.01)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

수로 하고, 중요도 5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품질 요인’(p<0.01), ‘물리적 환

경요인’(p<0.001), ‘고유성 요인’(p<0.001)이 전체 만족도

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레스토랑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차이를 살

펴본 결과 소비자들은 에스닉 레스토랑의 ‘음식의 가격’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반면 ‘메뉴의 다양성’이

나 ‘이국적 인테리어’, ‘음식의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움’ 

같은 요소에 대해서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에스닉 레스토랑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해 IPA를 실

시한 결과 ‘레스토랑의 위생과 편안함’, ‘종업원의 서비

스’, ‘음식가격’을 에스닉 레스토랑 업체에서 가장 중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전체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도 요

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음식의 품질' 요인이 전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에스닉 레스토랑 소비자들은 전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메뉴의 다양성 보다는 메뉴의 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에서는 다양

한 메뉴보다는 해당 레스토랑만의 대표 메뉴를 선정하여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은 교육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높다고(Siemering A 

2004)하였고, 에스닉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젊은층은 단순

한 식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체

험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의 이용을 

하나의 체험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Maccanell 

D(1976)의 연구에서도 에스닉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

들은 에스닉 푸드의 경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 

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에스닉 레스토랑 선

택시 편안함과 안락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에서는 해당 국가의 고유

한 문화적 이미지와 더불어 편안함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 Ebster C와 Guist I(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국가

의 문화와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유 전통 소품

을 이용한 인테리어 장식이나 조명 등을 활용하여 이질

적이지 않고 친숙한 분위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

족음악을 들려주어 고유문화를 나타내는 것보다 민족적 

소품이나 특히 조명 등을 이용하고, 이와 더불어 편안하

게 다가갈 수 있는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

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재방

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lek JM과 Hensley 

RL 2004).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편의표본을 토대로 조사가 수

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에

스닉 레스토랑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가계조사 

데이터 등과 같이 대표성을 가진 자료에 관련 항목들을 

포함시켜 이를 조사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높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식의 경우에도 국외인

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동일 문화권의 음식이 아

니기 때문에 에스닉 푸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질

성 때문에 푸드네오포비아와 같은 음식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해외에 진출할 한국음식 전

문 업체들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토대

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및 심도 있고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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