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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ubjective health recognition, motivation, selection property, consumption realties, 

and generalities of elderly people eating out. The ratio of women eating out in those over 60 years of ages 

was high and people in that age group ate out most actively. The score of convenience-oriented, gourmet-ori-

ented, and dignity-oriented of the selection property for eating out increased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ex-

penditure for eating out. With increasing age,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a decrease in the safety-oriented score of 

the selection property for eating out was predicted. As the number of days eating out increased, a positive (+) relation-

ship with an increase in the safety-oriented score of the selection property for eating out was observed. As 

the scores of physical and social health perception increas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an increase in 

the gourmet oriented score was observed. Based on the results, var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recognition and eating out behavior of those over 60 years of age are required.

Key words : elderly peopl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이르고, 2037년에는 30%에 달하

게 되어 향후 40년간 가파른 속도로 극단적 초고령 

사회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

로 과거 육체적, 경제적으로 약자로 인식되었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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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이제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늘어난 평균수명, 

경제력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적으로도 

입지 있는 중요한 세대로 인식되면서 국내 소비활

동에도 주요 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hoi 등 

2015). 현재 특히 실버세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건

강한 삶에 두고 건강한 신체로 내외적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무병장수의 염원을 가지는 양상을 뚜렷하

게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

록 미리 건강을 지키자는 예방 차원으로의 인식 변

화라고 할 수 있다(Lee 2015). 

주관적 건강인식이란 의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 심리, 생

리,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Ware 1987). 자기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원만한 사

회활동과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주관적 건강

인식이 실버세대의 외식 관련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Park 2015). 

외식선택속성이란 소비자들이 외식업체나 메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선호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행동을 의미한다(Jin 등 2014).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점차 고급화ㆍ간

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실버세대의 외식 관련 소비행동은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한다는 측면보다는 외식을 통해 

다양하게 얻게 되는 가치를 더 중시할 수 있다(Kim 

2012). 

이러한 시점에서 외식 및 관련 행동에 관한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식

태도, 외식선택 및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실정이다(Choi 등 2015). 이에 본 연구는 실버

세대의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외식선택속성을 분석

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실버세대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외식

산업의 시장을 세분화하여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실버세대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은 아직 모호한 실

정이나,「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

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Choi(2016)의 연구에서는 

뉴실버세대를 1955∼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Choi(2015)의 연구에서도 55세 이상

을 실버세대로 구분하였으며, Lee(2018)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을 뉴실버세대로 구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실버세대를 60세 

이상의 외부활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따

라서 실버세대의 주관적 건강인식도 및 외식동기가 

외식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고령자를 모집단으

로 선정하여 서울 소재 노인대학, 문화센터, 노인복

지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

문조사 시에는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방

식으로 하였으나, 고령자의 특성상 일부 응답자가 

설문지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자가 일대일(1:1)로 설문지

를 천천히 읽어주고 응답한 내용을 기입해주는 방

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SMWU-1709-HR-085)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25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249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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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bjective health awareness.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I refrain from eating harmful foods such as drugs, tobacco, and alcohol 0.872

I am actively involved in health screenings 0.785

I exercise for health 0.771

I participate with all my passion 0.885

I have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0.870

I am satisfied with the present life 0.849

I try to control emotions and stress 0.753

I try to be necessary in society 0.833

I want to share my knowledge or experience with others 0.825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family, friends, colleagues and neighbors 0.759

Explained variance 3.267 2.125 1.524

Explained rate (%) 32.667 53.915 69.155

KMO (Kaiser-Meyer-Olkin)=0.902, χ2=1154.488 (P＜0.001)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Variable Factor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alpha

Subjective 
health 
awareness

Physical 3 0.738

Psychological 4 0.861

Social 3 0.730

Total 10 0.890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Economy oriented 3 0.738

Convenience oriented 3 0.641

Safety oriented 4 0.874

Gourmet oriented 4 0.656

Dignity oriented 4 0.788

Total 18 0.891

2. 조사내용 

실버세대의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Chio 등(2011), Park(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건강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

적 건강 3가지로 세분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외식선택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Han & Kim(2008), Lee(2015), 

Park & Jung(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ㆍ재구성하였

다. 실속추구형, 편의추구형, 안전추구형, 미각추구

형, 품위추구형의 5가지로 구분하여 18문항으로 완

성하였으며, Likert식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외식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Lee(2008)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외식 시간대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연령과 성별을 질문하는 2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

램(ver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

변수가 명목척도일 경우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면 

되지만, 이는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

방법으로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거나 회귀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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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I go to somewhat distant stores if the restaurant is cheap 0.834

I think the amount of food should be good 0.808

I mainly buy specials or discounted menu items 0.794

I choose where I can talk comfortably for a long time 0.830

I often use a well-equipped restaurant 0.780

I choose a place where I can easily choose to eat and eat easily 0.686

I choose a menu considering the safety of my health 0.895

When choosing a restaurant, it is important to show the eco-label, the 
mark of origin, and the HACCP certification

0.869

I select organic, eco-friendly menu when I choose menu 0.861

I give priority to nutrition when I evaluate the menu 0.791

I make a firm resolution to go on a TV or a restaurant on the Internet. 0.846

I am looking for a good taste restaurant to eat 0.816

I lavish money on my diet 0.750

I prefer the taste in choosing meals 0.365

I choose a restaurant where the atmosphere is luxurious 0.850

I choose a service-friendly place when I choose a food product 0.778

I think it should be a famous brand when choosing food products 0.770

I chose a reputable restaurant 0.728

Explained variance 3.672 3.193 2.518 1.740 1.244

Explained rate( %) 20.401 38.139 52.126 61.792 68.703

KMO (Kaiser-Meyer-Olkin)=0.871, χ2=2069.480 (P＜0.001)

산출할 수는 없다(Song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인 명목척도를 더미변수로 전

환하여 외식 동반인의 경우 ‘혼자’를 기준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결 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1에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질문한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수는 3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었고,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아 요인 1은 

‘신체적 건강인식도’, 요인 2는 ‘정신적 건강인식도’, 

요인 3은 ‘사회적 건강인식도’로 명명할 수 있었으며,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KMO) 수치 0.902와 

단위행렬(Bartlett) 수치 1154.488(P＜0.001)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누적 

변량은 69.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선택속성을 질문한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변수는 5개의 요인으

로 구분되었고, 변수의 특성으로 보아 요인 1은 ‘실

속추구형’, 요인 2는 ‘편의추구형’, 요인 3은 ‘안전추

구형’, 요인 4는 ‘미각추구형’, 요인 5는 ‘품위추구

형’으로 명명하였다. 미각추구형의 문항 중 ‘식사 선

택에 있어 맛을 우선시한다’의 문항 값이 0.365로 

낮은 수치였으나 맛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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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N=249)

Variable Criteria N %

Gender Male 95 38.2

Female 154 61.8

Age (years) 60∼69 158 63.5

70∼79 74 29.7

80≤ 17  6.8

Frequency of 
eating-out 
(time/week) 

＜1 64 25.7

1 57 22.9

2 55 22.1

3≤ 73 29.3

Cost of eating-out 
(won)

＜10,000 49 19.7

10,000≤20,000 106 42.6

20,000≤30,000 58 23.3

30,000≤ 36 14.5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102 41.0

Alone 43 17.3

Family 101 40.6

The others 3  1.2

Time of eating-out Breakfast 2  0.8

Lunch 129 51.8

Diner 116 46.6

Late-night meal 2  0.8

반영하였다. 표준적합도 수치 0.871과 단위행렬 수치 

2069.480(P＜0.001)으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누적 변량은 68.703%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실버세대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61.8%)이 

남성(38.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60대(63.5%) 집단이 가장 많았고, 70대

(29.7%), 80대 이상(6.8%)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횟

수는 주 3회 이상이 29.3%로 가장 많았으나, 주 1회 

미만 25.7%, 주 1회 22.9%, 주 2회 22.1%로 비슷한 분

포를 나타냈다. 외식 지출비용은 1만원∼2만원 이하

(42.6%), 2만원∼3만원 이하(23.3%), 1만원 미만(19.7%), 

3만원 이상(14.5%) 순으로 나타나 외식 지출비용으

로 1만원∼2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동반인 분포는 친구(41.0%),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된 가족(40.6%), 혼자(17.3%), 

거래처 등으로 응답한 기타(1.2%) 순으로 친구 혹은 

가족과 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식 시간대

의 분포는 점심식사가 51.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저녁식사가 46.6%, 아침식사와 밤에 먹는 

야식이 각각 0.8%로 미미한 분포를 나타냈다. 

3. 주관적 건강인식도와 외식선택속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중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여

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독립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Song 2008),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로 연령,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실버세대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실속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 외식선택속성의 

실속추구형 총 변화량의 27%(수정된 결정계수에 의

하면 2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외식선택속성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식선택속

성의 실속추구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인은 외식 횟수(t=5.082, P＜0.001), 주관적 건강인식

도의 사회적 건강인식도(t=2.642, P＜0.01)로 나타났

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식 횟수(β=0.311)가 

실속추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버세대의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주관적 건강인식



J Korean Diet Assoc 25(3):188-198, 2019 | 193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Factor B SE β t F R2 (AjR2)

Economy 
oriente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Age 0.047 0.080 0.035  0.589  9.988*** 0.273 (0.246)

Frequency of eating-out 0.222 0.044 0.311  5.082***

Cost of eating-out –0.035 0.054 –0.040 –0.636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0.256 0.136 –0.152 –1.881

Companion of 
eating-out (family)

–0.135 0.145 –0.080 –0.931

Companion of eating-out (etc) –0.745 0.433 –0.098 –1.722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hysical health perception 0.014 0.080 0.013  0.179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0.159 0.109 0.136  1.456

Social health perception 0.270 0.102 0.212  2.642**

Invariable value 1.454 0.385 　    3.773

Convenience 
oriente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Age 0.107 0.066 0.094  1.631 12.495*** 0.320 (0.294)

Frequency of eating-out 0.182 0.036 0.298  5.040***

Cost of eating-out 0.163 0.045 0.219  3.632***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0.317 0.113 –0.221 –2.817**

Companion of 
eating-out (family)

–0.240 0.120 –0.167 –2.006*

Companion of eating-out (etc) –0.580 0.358 –0.090 –1.622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hysical health perception –0.103 0.066 –0.108 –1.568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0.207 0.090 0.208  2.300*

Social health perception 0.208 0.084 0.192  2.468*

Invariable value 1.647 0.319    5.170

Safety 
oriente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Age –0.155 0.075 –0.106 –2.055* 22.282*** 0.456 (0.436)

Frequency of eating-out 0.155 0.041 0.200  3.771***

Cost of eating-out 0.036 0.051 0.038  0.698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0.521 0.129 –0.284 –4.050***

Companion of 
eating-out (family)

–0.416 0.137 –0.226 –3.042**

Companion of eating-out (etc) –0.553 0.409 –0.067 –1.353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hysical health perception 0.252 0.075 0.206  3.346**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0.241 0.103 0.190  2.340*

Social health perception 0.250 0.096 0.180  2.596*

Invariable value 0.886 0.364    2.435

Y (외식선택속성 :실속추구형)

= 1.454 + 0.222X1(외식횟수) + 0.270X2(주관적건강인식

도 :사회적)

도가 외식선택속성의 실속추구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해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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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uned.

Factor B SE β t F R2 (AjR2)

Gourmet 
oriente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Age –0.024 0.062 –0.021 –0.392 16.653*** 0.385 (0.362)

Frequency of eating-out 0.195 0.034 0.322  5.723***

Cost of eating-out 0.118 0.042 0.159  2.777**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0.049 0.107 0.034  0.456

Companion of 
eating-out (family)

0.156 0.113 0.109  1.378

Companion of eating-out (etc) –0.449 0.338 –0.070 –1.328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hysical health perception 0.066 0.062 0.069  1.054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0.181 0.085 0.183  2.126*

Social health perception 0.199 0.080 0.184  2.488*

Invariable value 0.849 0.301  　  2.818

Dignity 
oriented

Eating-out 
selection 
attributes

Age –0.024 0.072 –0.018 –0.329 16.910*** 0.389 (0.366)

Frequency of eating-out 0.179 0.039 0.255  4.552***

Cost of eating-out 0.274 0.049 0.319  5.585***

Companion of 
eating-out (friend)

–0.001 0.123 –0.001 –0.012

Companion of 
eating-out (family)

0.037 0.131 0.022  0.286

Companion of eating-out (etc) –0.352 0.391 –0.047 –0.902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Physical health perception 0.199 0.072 0.181  2.766**

Psychological health perception 0.117 0.098 0.103  1.194

Social health perception 0.185 0.092 0.148  2.012*

Invariable value 0.315 0.348     0.905

*P＜0.05, **P＜0.01, ***P＜0.001

Y (외식선택속성 :편의추구형)

= 1.647 + 0.182X1(외식횟수) + 0.163X2(외식지출비용) –
0.317X3(외식 동반인:친구) –0.240X4(외식 동반인:가족)

+0.207X5(주관적건강인식도:정신적) +0.208X6(주관적 

건강인식도:사회적)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편의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 외식선택속성의 

편의추구형 총 변화량의 32%(수정된 결정계수에 의

하면 2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

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식선택속성의 

편의추구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외식 횟수(t=5.040, P＜0.001), 외식 지출비용(t=3.632, 

P＜0.001), 외식 동반인 중 친구(t=–2.817, P＜0.01), 

외식 동반인 중 가족(t=–2.006, P＜0.05), 주관적 건강

인식도의 정신적 건강인식도(t=2.300, P＜0.05), 주관

적 건강인식도의 사회적 건강인식도(t=2.468, P＜0.05)

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식 횟

수(β=0.298)가 편의추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세대들의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편의추구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안전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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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외식선택속성 :안전추구형)

= 0.886 – 0.155X1(연령) + 0.155X2(외식횟수) – 0.521X3

(외식 동반인 : 친구) – 0.416X4(외식 동반인 : 가족) +

0.252X5(주관적건강인식도 :신체적) + 0.241X6(주관적 

건강인식도 :정신적) + 0.250X7(주관적 건강인식도 : 사

회적)

Y (외식선택속성 :미각추구형)

= 0.849 + 0.195X1(외식횟수) + 0.118X2(외식 지출비용) +

0.181X3(주관적건강인식도 :정신적) + 0.199X4(주관적

건강인식도 : 사회적)

Y (외식선택속성 :품위추구형)

= 0.315 + 0.179X1(외식횟수) + 0.274X2(외식 지출비용) +

0.199X3(주관적건강인식도 :신체적) + 0.185X4(주관적

건강인식도 : 사회적)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 외식선택속성의 

안전추구형 총 변화량의 46%(수정된 결정계수에 의

하면 4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

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식선택속성의 

안전추구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t=–2.055, P＜0.05), 외식 횟수(t=3.771, P＜0.001), 

외식 동반인 중 친구(t=–4.050, P＜0.001), 외식 동반

인 중 가족(t=–3.042, P＜0.01),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신체적 건강인식도(t=3.346, P＜0.01), 주관적 건강인

식도의 정신적 건강인식도(t=2.340, P＜0.05),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사회적 건강인식도(t=2.596, P＜0.05)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식 동반인 

중 친구(β=–0.284)가 외식선택속성 안전추구형에 가

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자들의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연

령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

선택속성의 안전추구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는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미각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 외식선택속성의 

미각추구형 총 변화량의 39%(수정된 결정계수에 의

하면 3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

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식선택속성의 미

각추구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외식 

횟수(t=5.723, P＜0.001), 외식 지출비용(t=2.777, P＜0.01),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정신적 건강인식도(t=2.126, P＜0.05),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사회적 건강인식도(t=2.488, 

P＜0.05)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외식 횟수(β=0.322)로 외식선택속성 미각추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

상자들의 외식 횟수, 외식 지출비용, 외식 동반인,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

식선택속성의 미각추구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품위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에서 외식선택속성의 

품위추구형 총 변화량의 39%(수정된 결정계수에 의

하면 3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

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외식선택속성의 

품위추구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외

식 횟수(t=4.552, P＜0.001), 외식 지출비용(t=5.585, 

P＜0.001),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신체적 건강인식도

(t=2.766, P＜0.01),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사회적 건

강인식도(t=2.012, P＜0.05)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영

향력을 살펴보면 외식 지출비용(β=0.319)이 외식선

택속성 품위추구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외식 횟수, 외식 지

출비용, 외식 동반인,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주

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품위추구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표준화계수(B)들에 의

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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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실버세대의 주관적 건강인식도 및 외

식동기가 외식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고령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에 참여한 노인은 총 249명으로 외

식 지출비용으로는 1만원∼2만원 이하(42.6%)가 가

장 많았는데, 이는 Lee & Hong(2015)의 뉴실버세대

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균지출금액이 1만원∼2만원 

미만(44.2%)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외

식 시간대의 분포는 점심식사가 51.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저녁식사가 46.6%, 아침식사와 밤에 

먹는 야식이 각각 0.8%로 미미한 분포를 나타냈다. 

Lee(2008)의 연구결과 주로 외식을 하는 시간이 점

심(49.1%), 저녁(47.7%)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버세대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실속추구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외식 횟

수가 잦은 노인일수록 외식 선택에 있어 가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ㆍ친구ㆍ동료ㆍ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저렴하고 

푸짐한 양의 외식을 선택하는 실속추구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Kim 등(2015)의 연구에서도 타인

과의 관계 유지를 지향하는 소비자는 경제적인 측

면을 지향한다고 보고하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실버세대의 경우 같이 식사하는 횟수가 많아

지고, 자주 외식을 하며 따라서 경제적인 면을 생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편의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식 횟수나 외식 

지출비용이 많을수록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진 음식점을 이용하는 

편의추구 경향을 보였다. Lee(2018)의 연구에 의하면 

뉴실버세대의 소비자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외

식 선택 시 환경과 품질, 접근성을 고려할 만큼 삶

의 여유를 즐기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Yoon & Ha(2015)의 연구에

서도 편의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실버

세대는 외식업체선택속성 중 이용편의성과 서비스

와 환경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외식을 자주 즐기는 특성으로 대표되는 

편의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은 음식과 가격에 대해 민

감하기보다는 이용하기 편한 장소, 종업원의 서비스

와 외식 장소의 환경을 고려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고 응답한 실버세대의 경우 편한 장소와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2014)의 연

구결과에서 실버세대는 나를 위한 주체적인 소비를 

하며,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소비

를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실버세대는 본인을 위해 편안하고 부대시

설이 잘 갖추어진 음식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안전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식

재료 안전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건강추구에 덜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스턴트식품 등의 섭취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 외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외식에 

대한 영양성과 안전성 즉, 친환경ㆍ유기농ㆍHACCP 

인증ㆍ원산지표시 등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u(2010)의 연구결과 실버외식소

비자는 레스토랑 선정 시 친구나 동료의 의견을 중

요시하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식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결과도 함께 

외식할 때 본인의 의견보다는 동반자의 의견을 중

시여기며, 외식에 대한 안전성 혹은 영양적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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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건강에 해로운 섭취를 하지 않아 신체적 건강

에 대해 양호하다는 응답을 한 노인의 경우 외식에

서 영양성과 안전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Yoon & 

Ha(2015)의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외식상품선택속성과 구매의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건강추구형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음식에 대한 본질

적인 차원인 음식 자체와 음식의 품질에 관심을 갖

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족ㆍ친구ㆍ동

료ㆍ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실버세대들이 외식을 할 때 메뉴의 영양성과 안전

성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미각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식 횟수가 많은 

실버세대 혹은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실

버세대는 맛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버세대

가 외식업체를 선택할 때 음식 본연의 맛과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Lee(2015)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열정으로 생활한다

고 응답한 실버세대나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돈독하

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고 응답한 실버세대에서 

더욱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도가 외식선택속성의 품위추구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식 횟수가 잦거나, 

혹은 외식 지출비용이 많은 노인의 경우 레스토랑

의 고급스러움을 고려하고 서비스가 친절하며 평판

이 좋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운동

을 하며 해로운 것을 섭취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

는 등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고 응답한 실버세대일수록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실

버세대일수록 외식할 때 식당의 고급스러움과 친절

함, 평판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주지가 서울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

로 6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에 제한

점이 있다. 또한 외식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외식동기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버세대의 주관적인 건강

인식도에 따른 외식행동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앞으

로 실버세대에게 필요한 외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실버세대의 건강과 식생활에 대하

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후 연구를 통

하여 실버세대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의 주관적 건강인식도 및 

외식동기가 외식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고령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49부

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1. 실버세대의 전반적인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이용행

태를 살펴보면 실버세대 응답자 총 249명 중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154명(61.8%)으로 더 많았으며, 연

령에 있어서는 60대가, 외식 횟수는 주 3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외식 지출비용은 1만원∼2만원 이

하가 가장 많았으며, 외식 동반인 분포는 친구와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사회적 건강인식도가 높은 실버세대의 경우 외식 

선택에 있어서 저렴하고 푸짐한 양의 외식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신적 건강인식과 사회

적 건강인식도가 높은 실버세대의 경우 외식하러 

갈 때 편안함과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였고,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인식도가 높은 실버세대

의 경우 영양성과 건강적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고령화된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실버세대에 특화되어 이들의 건강

과 밀접하게 관련된 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본 연구는 실버세대의 주관적인 건강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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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외식행동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외식의 질

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실버 시장에 있어

서 실버세대의 건강인식과 외식 및 관련 행동 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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