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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at well-

being restaurants and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food involvement and trust, which can influence customer

preference and their intentions to visit well-being restaurants. This study designed a survey, and 351 respondents who have

eaten at well-being restaura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underlying dimensions related to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food involvement,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well-being restaurants. The three factors regarding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and the three

factors related to food involvement were identified. In order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and behavioral intentions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food involvement and tru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ree factors of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behavioral intentions. Among food involvement factors, dining

environment and cooking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well-being restaurants. Trus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s. Results showed that food involvement and trust could moderate the effects of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on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well-being restaurants.

Key Words: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well-being restaurant, food

involvement, trust

I. 서 론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기준과 외식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고객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레스토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가지

는 생활양식이다(Kim & Sim 2010). 고객들이 외식을 하면

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뿐 아니라 외식을 통한 건강까지 생

각하게 되면서 과거와 다른 외식 욕구를 가지고 되었고, 그

에 맞추어 외식산업도 웰빙(wellbeing) 메뉴에 대한 필요성

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게 되었다(Lee & Yang 2012). 웰

빙은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

고 정의하면서 등장한 단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들어 웰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에 웰빙레스토랑이

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Lee(2011)는 웰빙레스토랑이란 몸

과 마음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적 물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식당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건

강에 해가 없는 검증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사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이 행복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는 1985년 Schroeder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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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작되었는데, 음식의 질·영양·양, 서비스의 질, 가

격, 메뉴의 다양성, 위생, 건물의 외양 등을 레스토랑 선택

속성이라고 하였다. Cho(2009)의 연구에서는 음식의 맛, 기

호, 건강한 메뉴 선택, 가격, 분위기, 서비스가 레스토랑을 선

택할 때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였으며, Kim(2002)은 청결과

외모, 음식의 맛·영양·신선도, 서비스의 수준 등을 중요

한 선택 속성이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건강과 직

결되는 음식의 영양 역시 중요한 레스토랑의 선택 속성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음식과 레스토랑을 선

택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Cho(2009)의 연구에서 외식

소비자들은 웰빙에 대하여 몸에 좋은 음식을 통하여 식생활

을 유지하는 생활방식이라고 응답하여 음식이 건강에 영향

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uh(2013)는 유

기농 식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으면 유기농 레스토랑 방문

의도 역시 높다고 하여, 고객들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

재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

국에서는 이미 많은 레스토랑이 유기농 식재료를 많이 이용

하고 있는데, 69%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사

용한다고 하였다(Perlik 2005).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 외식업체도 친환경 및 건강지향적인 식재료를 사용하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객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

객의 선호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한 연

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강지향 성향을

반영한 메뉴선택속성은 웰빙레스토랑 선택 시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 메뉴속

성을 도출하여 과연 어떤 요인이 가장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하기를 원할수록 건강에 위해한 요소들을 회피하고 건

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

타나며,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선

택하는 등 관여도가 높아진다(Moorman & Matulich 1993;

Hwang 2012). 이렇듯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레스

토랑을 선택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Kassarijian 1981),

과거의 만족스러운 경험, 다른 레스토랑과의 비교, 관여도 등

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 et al. 2007).

관여도(involvement)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지각하는지, 또는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를 의미한다(Lee & Ahn 1992). 다양한 관여도 중 음식 관

여도는 음식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개인적인

음식과 관련된 속성(Eetermans et al. 2005)으로 Bell &

Marshall(2003)이 개발한 음식관여도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Marshall & Bell(2004)은 개인이 지각한 식생

활의 중요성과 관심 정도를 음식 관여도라고 정의하였으며,

관여도는 음식과 식습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찰해야 할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Yoon(2008)은 음

식관광에 대한 관여도가 여행지에서의 음식을 추구하는 성

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Chen(2007)

의 연구 결과, 음식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

도에 음식관여도가 조절 작용을 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Eartmans et al.(2005)은 음식선택동기와 식행동의 관계가 음

식관여도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Kim

(2011)은 음식관여도가 음식선택동기와 한식구매태도 사이에

서 유의적인 조절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음식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음식관여도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란 상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믿음이란

상대의 능력, 인격, 선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Mayer

et al. 1995), 서비스 산업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이 원

하는 것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Lee

& Kim 2011). 서비스 상품의 경우 경험해보고 구매할 수 없

기 때문에 신뢰가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Lee

2003)고 할 수 있다.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는 레스토랑에 대

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Sohn(2007)의 패스

트푸드 레스토랑에 대한 연구 결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느낄 경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 Park & Cho (2011)는 신뢰가 패밀리레스

토랑 직원의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에 조절효과를 미친다

고 하였으며, Lee(2003)의 연구 결과 리더쉽과 조직의 성과

사이에서 신뢰가 조절효과가 있었다. 또한 패밀리 레스토랑

을 대상으로 한 로하스 이미지와 고객가치 사이에서 신뢰가

조절작용을 한다는 연구(Shin 2011)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

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웰빙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식

재료 및 조리방법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매우 중요할 것이

며, 그들의 신뢰도에 따라 고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인

음식관여도와 신뢰가 고객의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이 웰빙

레스토랑을 선택하는데 조절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적인 메뉴선택속성이 웰빙레

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위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건강메

뉴선택속성과 웰빙레스토랑과의 관계는 고객의 개인적인 특

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건강지향 메뉴

선택속성과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사이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 관여도와 신뢰가 메뉴 선택

속성과 행동 의도 사이에서 조절 작용을 하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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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가설

Cho(2009)의 연구 결과, 고객이 웰빙 메뉴를 선택할 때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양, 신선도, 유기농 여부가 중요한

속성으로 밝혀졌다. 또한, Suh(2013)의 연구 결과 유기농 식

품을 구매할 의도와 웰빙 레스토랑 방문 의도는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

을 할 때 건강지향 성향을 높게 가진 고객은 더욱 웰빙 레스

토랑에 대한 방문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의 세부개념으로 Kim & Kim

(2005)은 웰빙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

였으며, Huh(2007)의 연구에서도 건강추구성향을 웰빙의 중

요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웰빙레

스토랑을 찾는 고객의 기본적인 동기는 건강에 이로운 메뉴

를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되므로 ‘건강’과 관련된 요인은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에 양의 관계를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음식재료 및 레스토랑 선택 속성

에 관한 Jang et al.(2011)의 연구에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

는 원료에 대해 천연 재료 및 유기농 음식 재료인지, 또한

합성 감미료 및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지

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친환경 레스토랑을 선택하는지 중

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광객의 관광지 레스토랑 선

택속성에 관한 연구(Sparks et al. 2003)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음식재료가 신선한지, 건강에 이로운 유기농 식재

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명

시하면서 관광지 레스토랑의 경우 음식재료 선택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식재료’와 관련

된 요인은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과 유의하

게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의 세 번째 세부개념으로 선행연구

(Lee & Yang 2012)에서 ‘저칼로리’ 요인은 레스토랑 건강메

뉴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ang et al.(2011)의 연구에서 저지방(low-fat)메뉴는 20-30대

고객의 친환경 레스토랑의 태도와 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양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 칼로리’ 관련 요인은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웰빙레스토랑의 선택속성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 Lee &

Yang(2012)의 연구에서 건강한 음식재료, 유기농 식재료, 저

칼로리 음식, 영양 등을 포함한 건강성이 중요한 웰빙레스토

랑 선택속성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를 통하여 웰빙레스토

랑을 선택하는 고객들에게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영양

도 풍부한 음식을 선호하는 등 건강에 관련된 속성이 중요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건강지향 메뉴 선택 속성은 고객의 웰빙레스토

랑에 대한 행동의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1. 메뉴 선택 속성 중 건강과 관련된 요인은 고객

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

이다.

가설 1-2. 메뉴 선택 속성 중 음식재료와 관련된 요인은

고객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

낼 것이다.

가설 1-3. 메뉴 선택 속성 중 저칼로리에 관련된 요인은

고객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

낼 것이다.

서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음식 관여도는 음식 선택에 있

어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개인적 음식관련 속성으로 개인

의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Hwang

2012). 음식관여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Kim 2011)에서는 음

식관여도가 4가지의 음식선택속성 증 3가지 속성과 한식구

매태도 사이에서 유의적인 음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을 검증하였고, Eartmans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음식관

여도는 음식선택속성과 고객의 실제 음식 선호 및 태도의 관

계를 유의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특히, 다른 일

반 식품 및 음료에 비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고객의 구매 의

사는 그들의 음식관여도 수준이 높을수록 강하며, 향상된다

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이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 개인의 음식관여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

라고 기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음식관여도는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과 웰빙레

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구매태도 및 구매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데, Krystallis & Chryssohoidis(2005)와 Pivato et al.

(2008)의 연구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식품에 대한 인증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유기농 식품 구매 의사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레스토랑 고객의 신뢰에

관한 Kim & Han(2008)의 실증적 연구에서 고객의 지각된

가치가 레스토랑의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의 신뢰에 의

해 크게 조절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고객 신뢰도가 높으

면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바람직한 방

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in (2011)은 패

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로하스 이미지와 고객가치 사이에서 패

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고객 사이에서는 그들이

가진 로하스 이미지가 고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유의

하게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식재료에 관련된 메뉴선택속성이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으

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고객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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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이 고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 고객의 신뢰도는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과 웰

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

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시기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직접 설문

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웰빙레스토랑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설문조사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Lee & Yang(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웰빙

레스토랑이란 건강에 좋은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유기농·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건강에 좋은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레스토랑을 이

용한 경험이 있는지 사전에 질문한 후 경험이 있는 응답자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장소는 서울의 강남역,

삼성동, 신촌, 회기동과 경기도 분당 등 유동인구가 많고, 외

식업체가 많은 곳을 선택하였으며, 총 378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한 후 누락된 응답이 있는 27부를 제외

한 3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수립한 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에 관한 10문항(Steptoe et al. 1995; Yoo 2009;

Kim et al. 2010; Lee & Yang 2012), 조절변수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음식관여도에 대한 12문항(Bell & Marshall

2003)과 웰빙 레스토랑의 신뢰에 관한 3문항(Lee 2011; Oh

2013)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리커

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Steptoe et al.(1995)의 음식 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 요인에는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음식, 영

양이 고르게 들어있는 음식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체중

조절 요인에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인

용하였다. Yoo(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식을 할 때에 건

강식품, 자연식품을 고려하는지, 영양소 함량과 칼로리를 따

져보는지, 건강에 좋은 성분이나 재료가 들어간 메뉴를 선호

하는지 등이 건강관심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사용되었으며,

Kim et al.(2010)은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양이 고르게 들어있

는 음식, 유기농 식품을 사용한 음식,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이 음식 선택 동기 중 건강 요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Lee

& Yang(2012)의 연구에서 웰빙 레스토랑의 선택 속성으로

건강을 고려한 조리방법, 건강에 좋은 음식재료, 가족의 건

강 고려, 영양적 가치,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음식, 친환경 식

자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설문문항에 인용되었

다. 종속변수로써 응답자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재방문 및 추천에 관한 3문항(Davis

et al. 1989; Im 2008; lee 2011)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이 설문

지에 포함되었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20.0)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양정보에 관한 일반적

인 항목에 관한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건강지향 메

뉴선택속성, 음식관여도,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 및 행동의도

에 관한 요인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통하여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을 통

하여 검증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신뢰계수

(Cronbach’s α)로 검증하였으며, 각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하였다.

<Figure 1> Research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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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

과 같았다. 남자가 152명(43.3%), 여자가 199명(56.7%)으로

총 351명이었고, 연령 별 조사인원은 20대가 197명(56.1%)

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51명(43.0%), 19세 이하는 3

명(0.9%)이었다. 직업은 196명(55.8%)이 학생으로 나타나 가

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106명(30.2%), 전문직 26

명(7.4%), 판매·서비스직23명(6.6%) 순이었다. 월 소득의

경우 무소득이 120명(34.2%), 100만원 미만은 89명(25.4%),

200만원~300만원 77명(21.9%), 300만원~400만원 36명

(10.3%), 400만원 이상이 16명(4.6%), 100만원~200만원 13

명(3.7%) 순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63.8%),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31.9%),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4.3%)순으로 나타났다.

2. 건강지향 메뉴 선택속성, 음식관여도, 신뢰 및 행동의도 척

도에 관한 검증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 음식관여도 관련 속성, 웰빙 레

스토랑에 대한 신뢰 및 행동의도에 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

해 아이겐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8문항 중 3문항은 요인 적재량이 0.5 미만으로 삭

제되었다. 총 25문항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지향 메뉴선택 속성 관련 3개의 요인, 음식관여도 관련 3개

의 요인, 신뢰에 관한 1개의 요인, 그리고 고객의 행동의도

에 관한 1개의 요인, 모두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그 결

과는 <Table 1>과 같았다.

첫째,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에 관련된 3개의 요인은 개별

요인에 대한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지향(Healthiness)’,

‘음식재료(Food ingredients)’ 그리고 ‘저칼로리(Low-calories)’

로 명명하였다. 이 세 요인의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각각

0.811, 0.833및 0.747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관성이

충족되었다. ‘건강지향’ 요인은 건강을 고려한 메뉴선택에 관

한 4문항이 포함되었고, ‘음식재료’ 요인은 유기농, 식이 섬

유를 많이 포함한 메뉴 및 고품질 원료로 만든 메뉴선택에

관한 3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저칼로리’ 요인에는 저칼

로리 및 영양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음식관여도에 관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변수는 ‘식사환경’, ‘다양한 음식’ 그리고 ‘음식조리’로

명명하였으며, ‘식사환경’은 테이블세팅, 설거지, 뒷정리와 같

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식사 환경에 관한 3문항, ‘다

양한 음식’ 요인은 일상생활과 여행지에서 얼마나 다양한 음

식을 경험하고 신경쓰는지에 대한 3문항을 포함하며, ‘음식

조리’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

보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요인의 크롬바흐 알파계

수는 각각 0.856, 0.802 및 0.755로 나타나 각 요인을 구성

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행동의도’에 관한 요인의 크롬바흐

알파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각 요인의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을 나타내었다.

3.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 음식관여도, 신뢰 및 행동의도 척

도의 상관관계 분석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건강지향, 음식재료, 저 칼로리)과

2개의 조절변수인 음식관여도 및 신뢰 그리고 행동의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고객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는 건강지향 메뉴선

택 속성 세 가지 요인인 건강지향(0.434), 음식재료(0.421),

저칼로리(0.391) 요인과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이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메뉴 선택 시 음식재료

와 칼로리, 영양 등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및 재방문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음식관여도 요인 중 식사환경(0.240), 음식조리(0.356)

요인과 행동의도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나, 다양한 음식(0.036) 요인과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는

식사환경에 신경을 쓰고, 음식조리 방법에 관심이 많은 경우

웰빙 레스토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테이블 세팅 등 식사환경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고객이

직접 식재료를 선택하게 하거나 가능한 건강을 고려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관여도가 높은 고객의 웰빙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ection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52 (43.3)

Female 199 (56.7)

Age (years)

Below 19 3 (0.9)

20-29 197 (56.1)

30-39 151 (43.0)

Occupation

Student 196 (55.8)

Office Worker 106 (30.2)

Professionals 26 (7.4)

SalesService 23 (6.6)

Monthly 

income

none 120 (34.2)

less than ￦1,000,000 89 (25.4)

￦1,000,000~￦2,000,000 13 (3.7)

￦2,000,000~￦3,000,000 77 (21.9)

￦3,000,000~￦4,000,000 36 (10.3)

more than ￦4,000,000 16 (4.6)

background

In or graduate college 112 (31.9)

In or graduate university 224 (63.8)

In or graduate graduate school 15 (4.3)

Total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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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랑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고객의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신뢰와 행동의도는 유의적

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0.352). 이는 레스토랑을 신

뢰할수록 방문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건강에 좋

은 음식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Factors
Factor 

loading

Explained 

variance 

(%)

Cronbach’s 

α

Eigen

Value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Healthiness

Relation between food and health 0.831

23.293 0.811 5.590
Interested in disease 0.804

Interested in health 0.721

Healthy menu 0.692

Food ingredients

Menu made with organic food 0.899

11.954 0.833 2.869Menu contains a lot of fiber 0.847

Menu made with high-quality ingredients 0.759

Low calories
Importance of calories 0.824

4.271 0.747 1.025
Importance of nutrition 0.809

Food involvement

Dining 

Environment

I care whether or not a table is nicely set. 0.848

10.069 0.856 2.417I wash dishes or clean the table. 0.843

I do most or all of the clean up after eating. 0.805

Food Variety

Compared with other daily decisions, my food choices are very important. 0.896

6.370 0.802 1.529When I travel, one of the things I anticipate most is eating the food there. 0.894

When I eat out, I think or talk much about how the food taste. 0.631

Cooking

Cooking or barbequing is much fun. 0.896

4.428 0.755 1.063I enjoy cooking for others and myself. 0.799

I do most or all of my own food shopping. 0.686

Trust

I trust the menu labeling at well-being restaurants. 0.891

8.828 0.817 2.119Well-being restaurants use fresh ingredient. 0.833

Well-being restaurants’ food is good for health. 0.777

Behavioral intentions

I prefer to eat at well-being restaurants. 0.848

5.334 0.783 1.280I will suggest well-being restaurants. 0.766

I will revisit well-being restaurants. 0.706

Total cumulative % of variance 74.547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Factors Mean Std. Dev (1) (2) (3) (4) (5) (6) (7)

Behavioral intentions (1) 3.064 0.896 1

Health-related menu 

choice attributes

 Healthiness (2) 3.736 0.721 0.434** 1

 Food ingredients (3) 3.091 0.829 0.421** 0.449** 1

 Low calories (4) 2.689 1.010 0.391** 0.398** 0.514** 1

Food involvement

 Dining Environment (5) 3.556 0.781 0.240** 0.310** 0.279** 0.180** 1

 Food variety (6) 3.931 0.794  0.036 0.170** 0.138** -0.017 0.246** 1

 Cooking (7) 3.618 0.869 0.356** 0.243** 0.270** 0.177** 0.373**  0.384** 1

Trust (8) 3.603 0.733 0.352** 0.209** 0.148** 0.115**  0.092 0.092 0.20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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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 중 ‘저칼로리’ 요인은 음식 관여도

중 ‘식사환경’과 음의 상관관계(-0.017)를 나타내었으나 유의

적이지는 않았다.

4. 가설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는 총 3단계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

과는 <Table 4, 5>와 같았다. 첫 번째 단계는 건강지향 메뉴

선택속성이 독립변수로써 투입되었고, 이 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인 웰빙레스토랑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조사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

성이 검증되었다. 이 단계에서 조절변수가 유의적인 영향력

을 보여야만 다음단계에서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

기 때문에 음식관여도와 신뢰에 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작용변수(조절변수×독립변

수)가 투입되었고,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1)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과 행동의도와의 관계

<Table 4>의 Step 1과 같이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로써 3개의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이 투입되었고, 이

변수들과 독립변수인 고객행동의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 3가지 요인 모두 고객행

동의도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 가설

1-1, 1-2, 1-3은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건강지향’ 속성은 가

장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β=0.270), 다음으로 ‘음

식재료’(β=0.209), ‘저칼로리’(β=0.176) 순으로 나타났다.

Lee & Yang(2012)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균형 잡힌 영양

식,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음식,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저칼

로리 음식이 웰빙식사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건강과 직결되

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웰빙과 관련이

있는 메뉴를 선택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며 레스토랑을 선택

한다고 한 Son & Hong(2009)의 연구와, 건강지향적이고 지

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LOHAS: 로하스)이 높을수록

유기농 친환경 레스토랑을 선호한다고 한 연구(Choi & Kim

2013)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고객일수록 웰빙레스토

랑에 대한 선호도 및 방문의도가 높아지며, 어떠한 음식재료

를 사용하는지, 열량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객의 관심 역시

웰빙레스토랑 방문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음식관여도의 조절효과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3개의 음식관여도 속

성이 투입되었다. <Table 4>의 Step 2와 같이, 3개의 음식관

여도 속성 중 ‘다양한 음식’(β= −0.135, p<0.01)과 ‘음식조리’

(β=0.266, p<0.01)는 행동의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

지만, ‘식사환경’(β=0.022, p>0.05) 속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웰빙레스토랑의 선호도 및 방문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음식조리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여도는 웰빙레스토랑

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2개의 음식관여도와

3개의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2×3=6개)의 상호작용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의 Step 3와 같았다(건강지

향×다양한 음식, 음식재료×다양한 음식, 저칼로리×다양한 음

식, 건강지향×음식조리, 음식재료×음식조리, 저칼로리×음식

조리). 조절효과분석결과 6개의 상호작용변수 중 ‘건강지향×

다양한 음식(β=0.123, p<0.05)’과 ‘저칼로리×음식조리(β=

0.173, p<0.01)’ 두 가지 변수가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

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Figure 2>에서와 같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관여도는 고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s of food involvement

Std. 

Coefficients
t-value Sig. VIF

Step 1

 Healthiness  0.270 5.141 0.000** 1.316

 Food ingredients  0.209 3.732 0.000** 1.505

 Low calories  0.176 3.222 0.001** 1.428

Step 2

 Healthiness  0.248 4.774 0.000** 1.395

 Food ingredients  0.173 3.148 0.002** 1.568

 Low calories  0.150 2.817 0.005** 1.461

 Food Involvement

  Dining Environment  0.022 0.440  0.660 1.264

  Food variety  -0.135  -2.777 0.006** 1.222

  Cooking  0.266 5.214 0.000** 1.347

  ∆R2  0.060

  ∆F  10.386**

Step 3

 Healthiness  0.237 4.534 0.000** 1.451

 Food ingredients  0.205 3.664 0.000** 1.659

 Low calories  0.109 2.018  0.044* 1.539

 Food variety  -0.164  -3.335 0.001** 1.277

 Cooking  0.273 5.366 0.000** 1.370

 Healthiness×Food variety  0.123 2.117  0.035* 1.798

 Food ingredients×Food variety  -0.049  -0.725  0.469 2.438

 Low calories×Food variety  -0.012  -0.208  0.835 1.730

 Healthiness×Cooking  -0.019  -0.342  0.733 1.636

 Food ingredients×Cooking  -0.065  -1.069  0.286 1.960

 Low calories×Cooking  0.173 2.901  0.004 1.878

  ∆R2  0.026

  ∆F  2.335*

Overall R2  0.36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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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건강지향’ 선택속성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

절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음식

을 경험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하여 웰빙레스토

랑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방문의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메

뉴선택속성 중 ‘건강지향’ 요인의 영향력은 음식 관여도 중

‘다양한 음식’에 의하여 크게 조절되는 것이다. 또한, 메뉴선

택속성 중 ‘저칼로리’ 요인이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조리’에 대한 관여도에 의해 조절되

었다. 즉, ‘음식조리’에 대한 고관여도는 ‘저칼로리’ 메뉴선

택 속성이 웰빙레스토랑을 방문할 의사를 더 높게 상승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칼로리에 민감한 고

객들은 음식조리에 관심이 많고 그들은 웰빙레스토랑에서 외

식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Guthrie et al. 2002; Nielsen et al. 2002; Jung et al.

2006)를 통하여 외식을 할 경우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를 하

여 먹는 것에 비하여 높은 열량과 지방, 나트륨을 섭취한다

고 하였으며, Cho(2009)의 로하스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이

메뉴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리기능성

과 식재료 선택성 요인이 건강지향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 조리를 할 수 있고, 식재료를 선

택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건강과 음식조리에 관여도가

높은 고객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건강에 좋은 메뉴를 판

매하는 웰빙레스토랑을 선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음

식관여도가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식사환경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고객의 경우 웰빙레스토랑의 방문의도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의 음식 관여도

속성이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R2 (0.060)와 F값

(10.386, p<0.01)의 변화량도 유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관여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역시 검증하였다.

3) 신뢰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 모델의 신뢰를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의 step 2와 같았다. 고객의 신뢰는 웰빙레스토랑의 행동의

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food involvement (Food variety and Cooking)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Std. 

Coefficients
t-value Sig. VIF

Step 1

 Healthiness  0.270 5.141 0.000** 1.316

 Food ingredients  0.209 3.732 0.000** 1.505

 Low calories  0.176 3.222 0.001** 1.428

Step 2

 Healthiness  0.225 4.422 0.000** 1.348

 Food ingredients  0.193 3.593 0.000** 1.509

 Low calories  0.173 3.302 0.001** 1.428

 Trust  0.257 5.720 0.000** 1.050

  ∆R2  0.063

  ∆F  32.717**

Step 3

 Healthiness  0.240 4.759 0.000** 1.381

 Food ingredients  0.184 3.406 0.001** 1.595

 Low calories  0.138 2.667 0.008** 1.465

 Trust  0.205 4.441 0.000** 1.157

 Healthiness×Trust  0.106 2.115  0.035* 1.367

 Food ingredients×Trust  0.137 2.737 0.007** 1.362

 Low calories×Trust  -0.050 -1.086  0.278 1.155

  ∆R2  0.034 

  ∆F  6.084*

Overall R2  0.37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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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123, p<0.05), R2 (0.063)와 F값(32.717, p<0.01)의 변화

량도 유의적으로 나타나 신뢰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5>의 step 3와 같이 3개의 건강관련 메뉴선택속성

과 신뢰와의(3×1=3개) 상호작용 변수들을 투입(건강지향×신

뢰, 음식재료×신뢰, 저칼로리×신뢰)한 결과, ‘건강지향×신뢰

(β=0.106, p<0.05)’와 ‘음식재료×신뢰(β=0.137, p<0.01)’가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저칼로리×신뢰’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므로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웰빙레스

토랑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메뉴 선택속성 중 건강지향 및

음식재료가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모든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50~

1.595 범위로 10 이하이므로 신뢰의 조절효과분석을 위한 위

계적 회귀모델에서 다중공중성에 대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

았다(Myers, 1990).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신뢰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건강지향’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수록 고객의 웰

빙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받아 선호도 및 방문의

도가 높아졌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웰빙은 건강과 관

련된 개념(Lee & Jang 1999; Kim & Kim 2005)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

객이라면 웰빙레스토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

료된다. 또한, 신뢰는 ‘음식재료’ 속성에 대한 영향력도 조절

하였는데, 음식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웰빙레스토랑을 더욱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

되었다. Ahn & Cho(2006)의 연구에서 웰빙 메뉴를 이용하

는 고객들의 경우 영양과 함께 재료의 친환경성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 Cho(2009)의 연구 결과 역시 소비자들

이 웰빙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 재료의 신선도, 농약의 사용 여부 등 식재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Kim(2013)의

연구 결과, 메뉴를 선택할 때 영양, 친환경식재료, 로컬 푸드

등이 로하스 소비성향이 높은 고객에게는 중요한 메뉴선택

요인이라고 하여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고객에게 음식재

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웰빙레스토랑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

하여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파는 곳

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도를 극대

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이 고객의 웰빙 레

스토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메뉴선

택속성 및 고객의 웰빙 레스토랑 선호도 및 방문의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관여도 및 레스토랑 신뢰에 관한 변

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351명이었

으며 남자가 152명(43.3%), 여자가 199명(56.7%)이었다. 연

령은 20대가 197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학생

196명(55.8%)과 사무직이 106명(30.2%)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월 소득은 무소득 120명(34.2%), 100만원 미만 89

명(25.4%), 200만원~300만원 77명(21.9%), 300만원~400만

원 36명(10.3%), 400만원 이상이 16명(4.6%), 100만원~200

만원 13명(3.7%) 순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63.8%)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31.9%),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4.3%)순으로 나타났다.

2.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건

강지향 메뉴선택 속성은 9문항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건강지향’, ‘음식재료’, ‘저칼로리’로 명명하였다. 음식관

여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총 12 문항 중 9문항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각 요인변수는 ‘식사환경’, ‘다양한 음

식’, ‘음식조리’로 명명하였다. 신뢰에 관한 3문항, 행동의도

에 관한 3문항은 각 요인의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가 만

족할 수준을 나타내었다.

3.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 3가지와 조절변수인 음식관여

도 및 신뢰 그리고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 사이의 관

<Figure 3> Moderating effects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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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의 행

동의도는 건강지향 메뉴선택 속성 세 가지 요인과 모두 유

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식관여도 요인 중 식

사환경, 음식조리 요인과 행동의도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신뢰와 행동의도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건

강지향 메뉴선택속성과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 3가지 요인 모두 고객행동의도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고객일수록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선호도 및 방문의도가 높아지고, 좋은 음식재료를 사용하는

지, 열량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웰빙레스토랑 방

문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음식관여도와 신뢰가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과 웰빙레

스토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 사이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지 분석한 결과, 음식관여도의 경우 6개의 상호작용변수 중

‘건강지향×다양한 음식’, ‘저칼로리×음식조리’ 두 가지 변수

가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음식관여도 중 ‘다양한 음식’은 ‘건

강지향’ 속성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음식조리’에 대

한 관여도는 ‘저칼로리’ 속성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3개의 건강관련 메뉴선택속성과 신뢰와의 상호작용 변

수들을 투입한 결과, ‘건강지향×신뢰’와 ‘음식재료×신뢰’가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고

객의 신뢰도는 메뉴 선택속성 중 건강지향 및 음식재료가 고

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을 알

수 있었으며, 메뉴선택속성이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특성인

음식관여도와 신뢰가 건강지향 메뉴선택속성과 웰빙레스토

랑에 대한 고객의 행동의도 사이에서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

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대와 30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장소의 특성 상 젊은 층

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대와 30대는 외식

횟수가 많고 외식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이기는 하지만,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웰

빙레스토랑에 대한 관심 역시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령 별 웰빙레스토랑에 대한 태도나 메

뉴선택 속성의 차이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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