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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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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health and safety of food served in restaurants, more emphasis is being placed on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food. As a result, Yaksun cuisine with new added effects and image is becoming more popular as

a way to improve people’s health.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election attributes relating to Yaksun cuisin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maintain relationship in order to understand various needs of consumers as they relate

to health foo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selection attributes of Yaksun cuisine, price, safety, and health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the effect of quality on satisfaction was not verified. Moreover,

while the effect of safety and health of Yaksun cuisine on the intention to maintain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 effects of quality and price on the intention to maintain relationship were not verifi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s believe Yaksun cuisine is more beneficial for health than general food and trust the origin label, hygiene, and

safety of ingredients in Yaksun cuisin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experience diverse tastes in Yaksun cuisine and that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different recipes using Yaksun

ingredients will help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Yaksun cuisine in the market and increase sales.

Key Words: Yaksun cuisine,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relationship retention

I. 서 론

21세기 식문화 변화를 표현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핵심적

인 단어 중 하나는 웰빙(well-being)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에 대한 척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열망은 훨씬 더 커지고 있

다(Park 2011; Kim 2013). 특히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외

식시장에도 건강과 관련한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

고,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수준이 아닌 탐미하는 음식 문

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친환경과 유기농 음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였고, 나아가 음식을 통

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약선음식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Choi 2015).

약선은 약(藥)과 음식 선(膳)을 합성한 단어로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며 한의학 기초이론에 식품학, 조리학, 영양

학을 접목한 것으로 약선식료라고도 한다. 약선음식은 미식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적 기능을 증진시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약선음식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의

약선은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라는 목적만 포함하고 있으면

약선음식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성식품,

보양식과 일상식의 대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에서

의 약선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사람의 체질과 질

병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인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약재가 포함되었어도 그 사용기전

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약선이라고 정의하기 힘들지만 녹

두, 매밀, 무 등 식품만을 사용했어도 소화불량이나 감기, 발

열 등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것은 약선이라 할 수 있다(Kim 2015; Kim 2016). 즉 약선

음식은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기능성 식품 또

는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선음식으로는 삼계탕과 대추차, 오미자차, 매실액기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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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장류 등도 이에 포함된다(Jang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구려 이후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조선 초기에 이르러 세종 때 문헌들이 편찬되면서 활

기를 띠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에 의해 한의학 발전과 함께 한방음식도 발전하였다. 특히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서는 산악지대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많

은 종류 종류의 한약재가 생산되어 일찍부터 약재를 일반 음

식에 활용하여 섭취하고 있었으며, 최근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방 약선음식의 장려책을 도입하여 전

문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선음식과 약선상품

이 개발되고 있다(Cha & Park 2003; Lee 2013; Kim 2018).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

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음식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

하여 구매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제천 지역 이외에

도 약선음식을 제공하는 전문음식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Lee 2014; Song & Jo 2016). 이에 약선음식과 관련

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 서적 및 기

타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실

정이다. 약선음식의 초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약선음식의

개념을 정립하고 약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 약재의 특징 및

효능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Kwak 2002; Cha

& Park 2003; Park & Kim 2003), 이후로는 약선음식의 인

지도와 요구도에 관한 연구(Lee & Hwang 2006; Sim

2011; Lee 2013)와 교육 참여의사와 활성화에 대한 연구

(Paek 2014; Song & Jo 2016)가 주를 이루었다. 이어서 소

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따른 약선음식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차이(Lee 2014), 약선음식의 온라인 구전, 가치, 만족, 애호

도 및 대중화 간의 구조관계 분석(Jang & Lee 2015), 약선

음식점 선태속성과 건강 추구성향이 힐링 만족과 로하스 소

비성향에 미치는 영향(Kim 2016), 약선음식 가치인식성향에

따른 약선재료 선택이 건강만족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Kim

2018) 등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선시장의

확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약선음식의 선택

속성이 소비자의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속성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중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의 £O요도와 이를 선택하여 이용한 후

에 지각되는 만족도로 정의하였으며(Lee 2011), 선택속성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 소비자 개인의 정신적

척도, 규칙적으로 상용되는 선택기준으로도 정의하고 있다

(Stanley 1982; Zeithaml 1988). 이러한 선택속성은 여러 경

쟁상품을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최종으로 선택하게

되는 제품상품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이 된

다. 또한 선택속성은 물리적 특성과 같은 객관적 속성과 제

품상품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와 같은 주관적 속성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 가치

관, 인식, 태도형성에 높은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Engel & Blackwell 1982). 이에 약선음식에 대한 소

비자의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요인은 앞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품질, 가격, 안전, 건강으로 한정하였다. 다음 만족도

에 대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고객이 어떠한 상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하였을 때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하는 마케팅 수법이라고 하였으며, 재

구매의도 즉 소비자와 기업 간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정의하였다(Lee

2011; Cha 2013). 즉 만족한 소비자는 다른 잠재적 소비자에

게 우호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새로운 소비자 확보와 기존 소

비자의 재구매 등으로 인한 활성화를 조성한다. 따라서 소비

자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1차원적인 인식, 태도,

만족도 등과 같은 변수 설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

결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꾸준한 구매행위나 추천의사 등

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Lee & Lee 2016). 본 연구에서도 약선음식에 대한 만

족도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한정한 관계지속의도는 거래관계에 있

는 양자가 한 번의 단기적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형

성하여 장기적 교환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Lee 2009; Kim &

Son 2011). 이러한 반복적인 거래관계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지속의 기초를 제공하는 한 부분이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소비자는 큰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양자

간의 교환관계는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수 있다

(Webster 1992; Park 2015).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와 관

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약선음식의 선택속

성을 중심으로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통해 약선음식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약선음식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약선음식점의 경

쟁력 강화, 고객확보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의 응답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조사를 위하여 약선음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여 총 38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018년 2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1.0

(SPSS Inc., Chicago, USA) 데이터탐색을 통해 실증분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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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총 382부(100%)의 설문지 중 왜도첨도가 평균치를 상

회하는 설문지 또는 극단치 및 이상치로 판별된 31부를 제외

하여 총 351부(91.8%)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음식을 통해 건강을 추구하려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함

께 약선음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약선음식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택요인을 파악하고

자 한다.

Na(2010)는 약선음식의 품질이 고객만족, 고객가치, 관계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약선음식에

대한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선택속성 요인은 풍

미, 맛과 촉감, 색과 장식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음식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검증

하였으며, 나아가 추천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고 분석되었다.

Lee et al(2012)는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약선음식의 선택속

성 요인을 건광관리 및 기능성, 약리작용, 친환경적 조리법,

메뉴의 다양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 결과 약선음식의 건

강관리 및 기능성 요인과 친환경적 조리법, 메뉴의 다양성

요인이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약선음식의 약리작용과 친환경적 조리법 요인이 만

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약선음식의 식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약리기능

의 최대화와 다양한 조리방법 및 메뉴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Choi(2015)는 고객가치의 조정효과를 중심으로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기능적 일치성이 소비감정과 행동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약선음식의 관

능성(건강, 품질, 맛, 충족)과 안전성(자연식재료, 무해한 재료

)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약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함을 강조하였고, 관련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한 약선음식의 경쟁력 제고를 언급하였다.

Kim(2015)은 컨조인트분석을 활용하여 약선음식의 선호도

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연구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약선음

식의 속성 중 약선음식의 재료에 대한 중요도(43.8%)와 약

선음식의 효능에 대한 중요도(28.5%)가 타 속성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약선음식의 식재료 중 해산물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양효과를 가지는

고가(15,000원 이상)의 약선음식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약선음식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약선음

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조리법의 표준화 및 다양

한 육성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Lee et al(2015)은 지각된 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약

선음식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중 관능가

격성, 영양건강성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추천, 증정적

구전 등의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선음식의 선

택속성요인과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기능적 가

치와 사회감정적 가치가 조절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

인하여 약선음식의 지속적인 구매와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

한 다양한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약선음식의 다양한 선택속

성과 소비자행동 간의 중요한 영향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선음식의 품질, 가격, 안전, 건

강 요인이 만족도 및 관계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은 관계지속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관계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약선음식의 선택속

성에 관한 20문항, 만족도에 관한 4문항, 관계지속의도에 관

한 4문항, 인구통계학적 5문항의 총 33문항이 최종 측정항

목으로 구성되었다.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은 Jang et al(2010),

Lee et al(2012), Choi(2015), Kim(2015), Lee et al(2015),

Kim(201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품질, 가격, 안전, 건강의

총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

에 관한 설문문항은 Kim & Son(2011), Lee(2011), Cha

(2013), Park(2015) 등의 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

였다.

본 연구의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약선음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약선은 약(藥)과 음식 선(膳)을 합친 말

로 약이 되는 음식이란 뜻이며 한의학 기초이론에 식품학,

조리학과 영양학을 접목한 것으로 약선식료라고도 한다. 즉

식재와 약재의 성질, 맛, 색, 향을 상호 배합한 조리가공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노화방지와 강장 등이 목적이며

약초밥, 곤드레밥, 대추차, 오미자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로 한정한 약선음식을 먹

어 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중심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고,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요인과 만족도 요인, 관계지속의도 요인을 도출하

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정된 요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약선음식의 선택속성과 만족도, 관계지속의도 요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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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 간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고자 다중 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들 간의 가설 채택 여부를 확인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전체 351명 중 남성이 143명

(40.7%), 여성이 208명(59.3%)이었고, 연령은 20대 37명

(10.6%), 30대 94명(26.8%), 40대 113명(32.2%), 50대 이상

107명(30.4%)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판매서비

스직 51명(14.5%), 사무관리직 76명(21.6%), 전문직 82명

(23.2%), 자영업 54명(15.4%), 주부 56명(16.0%), 학생 17명

(4.7%), 기타 15명(4.6%)으로 나타났으며, 약선음식 섭취빈

도는 거의 매일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3명(0.9%), 1개월에 1-

4회 121명(34.5%), 1개월에 5-8회 35명(10.0%), 1년에 1-5

회 이하 192명(54.6%)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약선

음식의 구매비용(객단가)은 2만원 미만 97명(27.5%), 2-4만

원 미만 103명(29.2%), 4-6만원 미만 72명(20.4%), 6-8만원

미만 58명(16.4%), 8만원 이상 21명(6.5%)으로 나타났다.

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

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으로 고유값 1.0 이상을 갖는 요인

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은 0.4 이상의 요인만을 적용하

였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을 사용하여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요인 중 안전의 1개

문항, 건강의 1개 문항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로 나

타나 해당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요인 정제과정을 거쳤

으며, 선택속성의 최종 요인분석에는 총 18개의 문항이 사용

되었다.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KMO측도는 .839,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는 3854.358로 나타났고, 유의수준은 .000

으로 약선음식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약선음식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추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8.54%로 나타났다.

추출된 각 요인은 그 특성에 알맞게 품질, 가격, 안전, 건강

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 분석결과 품질 .855, 가격 .870, 안

전 .867, 건강 .874로 모든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계수

값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로 채택되었던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각각

제시하였으며, 만족도 요인의 KMO측도는 .8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673.192,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총 분산 설명력은 72.02%, 신

뢰도는 .866로 분석되었다. 다음 관계지속의도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KMO측도는 .7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600.203, 유의수준은 .000으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3.44%, 신뢰도는 .725로 나타나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 요

인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3. 약선음식에 대한 선택속성, 만족도, 관계지속의도 간의 상

관관계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약선음식의 선택속성과 만족도 및 관계

지속의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구성개념들 간의 상

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모든 요인의 유의수준은 p<.01 이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성 또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상호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던 변수는 약선음식

의 품질과 관계지속의도(r= .692, p< .01)의 관계였으며, 다음

으로는 약선음식의 안전성과 만족도(r= .628, p<0.01), 건강

성과 만족도(r= .606, p<0.01)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351 %

Gender
Male 143 40.7

Female 208 59.3

Age

20-29 37 10.6

30-39 94 26.8

40-49 113 32.2

50 or more 107 30.4

Career

Sales/Service 51 14.5

Office manager 76 21.6

Professional 82 23.2

Self-employ 54 15.4

Housewife 56 16.0

Student 17 4.7

Others 15 4.6

Yaksun cuisine’s

intake frequency

Almost every day 3 0.9

1-4 times a (per) month 121 34.5

5-8 times a (per) month 35 10.0

More than 5 times a (per) month 192 54.6

Yaksun cuisine’s

average monthly 

purchasing cost

(per head)

Less than 20,000 won 97 27.5

20,000 to 40,000 won 103 29.2

40,000 to 60,000 won 72 20.4

60,000 to 80,000 won 58 16.4

More than 80,000 won 21 6.5

Total 3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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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선음식에 대한 선택속성과 만족도의 영향관계 검증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택속성 요

인인 품질, 가격, 안전, 건강을 독립변수로 한정하고, 만족도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약선음식의

선택속성과 만족도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식 설명력 R2값

은 53.1%로 분석되었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F=97.847, p< .001). 또한 약선음식의 가격, 안전,

건강 요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약선음식의 품질과 만족도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는 확인

하지 못하였다.

5. 약선음식에 대한 선택속성과 관계지속의도의 영향관계 검증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를 선택속성

의 4개 요인으로 한정하고, 관계지속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Yaksun cuisine's selection attribute

Factor Details
Communaliti

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quality

Yaksun cuisine has consistent quality and taste. .682 .783

3.294 18.298 .855

The taste of Yaksun cuisine is excellent. .677 .770

I'm satisfied with the diversity of Yaksun cuisine. .685 .742

Yaksun cuisine can expect new flavors, .587 .735

The amount of Yaksun cuisine is reasonable. .584 .716

price

The prices of Yaksun cuisine are appropriate. .769 .799

3.174 17.636 .870

Buying Yaksun cuisine is financially helpful. .664 .737

The price is appropriate even when compared to general food. .638 .725

Yaksun cuisine is reasonable price for quality. .686 .682

When buying Yaksun cuisine, I think price is very important. .564 .626

safety

The country of origin of Yaksun cuisine is reliable. .747 .835

2.992 16.621 .867
I believe Yaksun cuisine is safe and hygiene. .730 .826

When I purchase Yaksun cuisine, I make sure of the food ingredients. .675 .772

I think the ingredients of Yaksun cuisine are very fresh. .706 .768

healthful

I think Yaksun cuisine is more effective than general food. .715 .827

2.878 15.988 .874
I think Yaksun cuisine can help prevent diseases. .756 .784

I think Yaksun cuisine has high nutritional values. .710 .778

I think Yaksun cuisine is helpful for my health. .763 .751

Cumulative % variance=68.542 KMO= .839 Bartlett’s test=3854.358 Sig.= .000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atisfaction

Factor Details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satisfaction

I’m satisfied with the purchase of Yaksun cuisine. .769 .877

2.881 72.021 .866
Purchasing Yaksun cuisine was a valuable choice, .730 .855

I think that the price of Yaksun cuisine is pretty fair. .719 .848

I’m satisfied with the taste and quality of Yaksun cuisine. .662 .813

Cumulative % variance=72.021 KMO= .830 Bartlett’s test=673.192 Sig.= .000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relationship retention

Factor Details Communalit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relationship

retention

I will speak positively of Yaksun cuisine to other people. .801 .895

2.538 63.444 .725
I intend to actively recommend Yaksun cuisine to other people. .780 .883

I will continue to purchse Yaksun cuisine in the future. .737 .858

Even if the price of Yaksun cuisine increases, it will purchase. .220 .469

Cumulative % variance=63.444 KMO= .714 Bartlett’s test=600.203 Sig.=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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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따라서 가설 2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49.1%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83.399,

p<0.001). 선택속성과 관계지속의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는 안전성, 건강성 요인과 관계지속의도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약선음식의 품질, 가격 요인과 관

계지속의도 간의 유의적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6.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의 영향관계 검증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의 설명력 R2값은 18.1%로 나타

났으며, 약선음식의 만족도는 관계지속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F=77.069, p<0.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Means±SD

1. quality 1 3.47±0.77

2. price .421** 1 3.48±0.76

3. safety .560** .600** 1 3.84±0.74

4. healthful .461** .295** .508** 1 3.45±0.76

5. satisfaction .544** .417** .628** .606** 1 3.54±0.77

6. relationship retention .692** .357** .425** .396** .425** 1 3.51±0.97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 and satisfaction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222 .179 - 1.242 .215

quality .044 .047 .043 .935 .350

price .327 .054 .322 6.007*** .000

safety .358 .046 .343 7.767*** .000

healthful .190 .047 .187 4.049*** .000

R2= .531 ΔR2= .525 F=97.847 p= .000

Dependant variable: satisfaction *p<0.05, **p<0.01, ***p<0.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 and relationship retention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006 .236 - 0.024 .981

quality .097 .062 .076 1.580 .115

price .027 .072 .021 0.371 .711

safety .125 .061 .095 2.061 .040*

healthful .805 .062 .628 13.022 .000***

R2= .491 ΔR2= .485 F=83.399 p= .000

Dependant variable: relationship retention *p<0.05, **p<0.01, ***p<0.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retention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1.605 .222 - 7.222 .000

satisfaction 0.539 .061 .425 8.779*** .000

R2= .181 ΔR2= .179 F=77.069 p= .000

Dependant variable: relationship retention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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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외식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

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식품에

새로운 기능과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면서 건강에 유익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인 약선음식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선음식의 다양한 선택속성 요인을 규명하고, 선택

속성과 만족도, 관계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에 대

한 18개 문항, 만족도 4개 문항, 관계지속의도 4개 문항, 인

구통계학적 5문항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들

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적재값이 모두 일정 수준을 상

회하고 있어 사회과학연구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을 확보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의 방

향성이 모두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상호 유의한 인과관계

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의 약선음

식의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약선음식의 가

격, 안전, 건강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품질 요인과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검증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는 소비

자들은 약선음식에 대해 일반음식보다 안전하며 건강에 유

익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특히 약

선음식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 식품성분에 대한 측면은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약선음식

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음식자체에 대한 효능과 질병

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약선음

식에 대한 가격공정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약선음식에 대한 맛과 양, 종류 등에 대한 품질 측면

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해

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약선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

면서 단순히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약선재료를 사용하여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면 약선시장

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확보 등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2의 경우,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중 안전과 건강 요인

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품질과 가격 요인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

하지 못하여 가설 2도 부분 채택되었다. 가설 1과 같이 약선

음식의 건강성과 안전성에 대한 측면은 소비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

기적 관계형성과 밀접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가격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관계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

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약선음식의 맛과 질과 같은 기능적

인 측면, 즉 품질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인

식하는 가격 적합성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매우 만족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약선음식 선택의

다양성과 메뉴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조리방법을 개발

하는 등 약선음식의 품질 자체를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관계지속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

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관계지속의도에 긍정적인 태도로 직

접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약선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개발과 교육훈련, 적극적인 홍

보활동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우호적인 고객관계마

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약선음식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선음식의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관계지

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

저 약선음식의 선택속성과 만족도 및 관계지속의도에 대한

이론적 구조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약

선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약선음식

점에 대한 물리적 환경 또는 약선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

택속성 요인에 중점을 두어 약선음식의 품질, 가격, 안전, 건

강의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소비자의 만족

도와 관계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 규명하였다.

다음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약선음식을 구매해보

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실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속

성과 만족도, 관계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

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약선음식 시장의 경영 전략을 제

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약선음식 시장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효율적 마케팅 방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약선음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여를 중심으로 임의 선정하여 편

의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약선음식을 이

용하는 모든 소비자, 또는 약선음식을 구매할 것으로 예측되

는 기대 소비자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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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통계학적 특성에서도 나타났듯이 40대와 50대 이상의 소

비자로 편중되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점과 약선음식을 1

년에 5회 이하로 섭취한다고 응답했던 소비자가 높게 나타

났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다양한 연

구방법의 적용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연령과 섭취빈도,

구매빈도가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한계로 소비자의 만족도와 관

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선음식의 선택속성 요인을 품

질, 가격, 안전, 건강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약선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요인에 따라 매

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선택속성 요인

이외에 다양한 영향요인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약선

음식 시장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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