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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iscover the consumer's behavior in the purchase and consumption 
of korean alcoholic beverages. The intent of these works are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markets by giving necessary data for the marketing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of 
favorite beverage to meet the consumer's tastes. The surveys have been conducted against a group of people 
ranging from their 20’s to 60’s randomly picked from seoul. The duration of the surveys was from August 
1st to September 30th, 2010.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traditional 
liquor and purchase satisfaction by consumer's life-styles. SPSS 18.0 statistical package was used to process 
dat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 reliability test, K-mean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executed. As a result,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uthors identified 
6 factors i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traditional liquor(characteristics, taste & fragrance, popularity, design, 
harmony, interest), 4 consumer groups(expert, fan, beginner, indifference), 4 consuming lifestyles(social 
oriented consuming style, maniac consuming style, pursuit of knowledge consuming style, outsider consuming 
style). Among the selection attributes of traditional liquor, taste & fragrance and popularity had effects on 
purchas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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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8월 정부는 국가경쟁력 원회를 통하

여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술 산업 경

쟁력 강화 방안을 공표함으로써 통주의 세계화 

발 을 한 정책을 마련하 다(Kim YG․Kim 
SH 2010). 이후 국내 통주의 시장규모는 2008

년 3000 억 원에서 2012년 1조 에 이르는 거

한 시장으로 성장하 고, 국 으로 막걸리 양

조업체만 무려 540 여개에 이르게 되었다. 한 

각 지역에서는 문화와 을 결합한 개발상품으

로 발 을 거듭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2). 최근 

통주에 한 수요가 이 게 격히 증가한 부

분에는 한류의 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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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렴하면서 건강에 한 효능에 있다(Lee HS 
등 2010; Lee HS 등 2009a; Lee HS 등 2009b). 

통주의에 한 건강상 정 인 효능이 소비자

의 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수출이 격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Moon OS․Jeon HM 2011; Kim YT․Rhu JH 
2010). 이러한 소비자의 통주 구매행동은 소비

자의 건강지향 인 소비행태와 한 련이 있

고, 건강과 련된 주류산업의 발 의 사례에서

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와인시장이 

격히 증가한 이 표 인 사례인데, 드와

인을 섭취한 서구인의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오

히려 건강에 좋다는 일부 연구결과와도 련이 

깊다(Opie L & Lecour S 2007; Peregrine T 2005; 
Mukamal K et al. 2003).

막걸리는 양학 인 면에서 일반 주류와는 달

리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 소량의 비타민, 각종 

유기산과 미량의 생리활성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

어 건강기능  가치가 높다. 뿐만 아니라 제조단

계 외에도 시  상태에서 다량의 효모와 유산균

이 살아있고, 세계 으로도 그 를 찾아보기 어

려운 술이다(Lee HS 2009a; Lee HS 2009b). 이는 

최근 건강기능성이 속속 밝 지고 있는 유산균의 

기능성효과(Ghosh S et al. 2004; Sheil B et al. 
2007; Verdu EF 2009), 막걸리 추출물의 당  

압 하 효과(Lee HS 등 2009a; LeeHS 등 

2009b), 막걸리 추출물의 암세포에 미치는 향

(Shin MO등 2008) 등에 한 연구결과에서 막걸

리가 비록 술이지만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Lee HS 
등 2010). 

최근 통주는 건강과 련하여 소비증가로 

련 산업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 하고 있

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만큼이나 선행 되어야 하

는 통주 소비행태에 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일반 으로 선행연구에서

는 마 략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시장을 세분

화하는데, 라이 스타일을 요한 도구로 측정해

왔다(Ko JY․Chung MR, 2006; Shin HC․Kim 
EY, 2003; Johnson TE 2002). 이러한 부분에서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과 이에 따른 

통주 시장세분화와 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통주 소비 시장을 

세분화하고자 통주를 음용하는 소비자를 상

으로 그들의 라이 스타일을 분류하고, 라이 스

타일에 따른 소비자가 통주를 선택하는 속성을 

찾아 규명하는데 있다. 최근 한식세계화에 맞춘 

통주의 발 에 한 기 와 건강과 련된 

통주 소비자의 심이 증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 에서 통주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악하는 

것은 향후 시장 규모와 성장가능성, 소비자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요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Chong YK․Jung WH 2006), 통주를 생산하는 

기업과 통주를 취 하고 있는 스토랑의 경

자, 그리고 통주 매자에게 마  략 수립

에 일조할 것으로 기 한다. 

Ⅱ. 이론  배경

1. 통주

식문화 에서도 술 문화는 국 과 민족성이 

뚜렷한 기호음료로 통주는 특정한 민족이나 국

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승되어온 술을 말한다. 
각 민족의 통주들은 나라마다 특색 있는 술 문

화로 정착 발  되어 그 민족 나름 로의 멋과 맛

을 더하고 있다(이효지 2004). 독일의 맥주, 스코

틀랜드의 스키, 랑스의 와인, 북유럽의 보드

카, 국의 바이주, 일본의 사 , 쿠바의 럼, 멕시

코의 테킬라 등이 이에 속한다(이종기 2004). 우
리나라는 상고시 부터 농업의 기틀아래 곡류를 

이용하여 술을 빚었다. 곡류로 어떻게 술을 빚었

는지 알 수는 없으나 룩이 사용되기 까지는 

곡류가 스스로 상하여 술이 만들어지거나, 곡식

을 씹어서 침으로 당화시켜 빚었거나, 곡식을 물

에 담갔다 싹을 틔워 그것을 으깨서 당화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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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키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Kim YJ․Han 
YS 2006). 

한국의 통주는 탁주, 약주, 소주로 표된다. 
이 에 제조방법으로 볼 때 탁주가 가장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고, 탁주에서 앙 (滓)을 제거하면 

약주가 되었으며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만들어진

다. 그리고 청주가 있는데, 백미로 만든 양조주로

서 탁주와 비교하여 맑은 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청주의 역사는 삼국시 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술로, 일본 고사기(古史記)에는 백제의 인

번(仁番)이 응신천황때 일본으로 건 와 새로운 

방법으로 미주(美酒)를 빚어 그를 주신으로 모셨

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주는 청주의 

신인 듯하고 오늘날 일본을 표하는 사 가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의 통주는 집에서 담가 

마시는 가양주 문화와 향을 더하는 가향주에 의

해 발달되었다. 가양주의 문화는 집집마다 독특

한 제조문화를 가져왔는데, 술에 독특한 향을 주

기 해서 식품의 잎 등을 넣어 만들어 다양성을 

가져왔다. 가향을 시키는 방법은 가향재료를 함

께 빚는 방법과 이미 만들어진 곡주에 가향재료

를 우러나게 하여 빚는 가향 입주법이 있다. 
재 우리나라의 통주는 법률상으로 농민주

와 민속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농민주는 

농업인 스스로가 생산한 농산물을 반 이상 투

입하여 술을 빚어 만든 술이며, 민속주는 4가지로 

구분된다. 먼 , 1988년 이후 문화체육 부에

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통주, 두 번째는 각 시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술, 세 번째는 국토

해양부에서 지정한 토속주, 네 번째는 1995
년 이후 농림부에서 지정한 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술 등이다. 2009년 8월 정부는 농민주의 

개념을 지역 특산주로 확 하면서 막걸리와 복분

자주, 그리고 부도포도로 만든 와인 등의 산업

도 활발해 지고 있다.
통주는 개념에 있어 흔히 민속주, 향토주 등

의 단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통주는 옛 조상들이 오랫동안 만

들어 즐겨오면서 변하고 발 하여 일정한 특성을 

가지게 된 술로 구체 으로는 사용원료, 양조방

법, 술의 물리  형태와 성격, 소비주체 등이 오랜 

과거로부터 재까지의 시간과 역사를 통해 유지

되면서 발 해 온 술이다. 민속주는 1980년 외

개방정책을 펴면서 세계인들에게 내놓을 우리 술

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민간인들 에서 술 양

조 비법을 가진 장인들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양

조허가를 내어주면서 등장한 단어이다(이효지 

2004). 향토주는 특정 지방이나 지역에서 승되

어온 술로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물

을 술의 원료로 사용한 술이다. 이 술은 해당 지역

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술의 속성이 특화되며, 이
에 따라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 발

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생산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서 어느 한 지역의 특산주로 발 된 술이다.
주세법에 따른 통주의 정의를 보면 첫째 

통문화의 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

화재청장 는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가 추

천한 주류. 둘째, 농림부 장 이 주류 부분 통식

품 명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셋째, 1999년 2월 5일 이 에 제주도지사가 국세

청장과 의하여 제조 허가한 주류. 넷째,  진

흥을 하여 1991년 6월 30일 이 에 건설교통부 

장 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로 

규정을 하고 있다. 통주의 일반 인 정의는 

와 같으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농림

부장 이 추천한 주류를 민속주라고 하고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한 토속주, 농민부장 이 

추천한 통주를 농민주라 하고 있어 제도 으로 

공식 인 정의는 체계 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Kim MJ 2010). 2010년 8월에 공

포된 통주진흥법에서는 통주를 기존의 통

주, 민속주, 향토주 등의 개념을 한 데 묶어서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주의 역사성, 양조  숙

성방법, 국산 재료의 사용과 수입산 재료의 한계, 
제품 속성과 품질의 특성, 생산지역 등에서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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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통주의 범주화와 개념정리가 보완될 필

요가 있다(Kim MJ 2010; Min MS 등 2010).
2009년 8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 원회는 규

제 상이었던 통주를 주요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술로써 수출을 당시보다 5
배가량 많은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북 완주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0

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의 통주와 세계 각

국의 술을 주제로 한 체험, 문화, 교육, 학술의 장

을 조성하여 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술테마 크가 조성 계획 수립에 착수

한 상태이다(서울신문, 2009. 11.3). 경기도는 

2008년부터 통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색고구

마 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

고 있다(농 여성신문, 2009.10.12.). 농림수산식

품부는 막걸리마 을 해 매년 그 해에 수확

한 로 제조한 막걸 리가 처음 제조되는 시 을 

고려해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

로’로 지정하고 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0월 일산 시에서는 ‘제8회 한민국 막

걸리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상암월드컵 공원에

서는 ‘2011 한민국 우리술 축제’가 개최되었

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시장

에서 막걸리는 12% 의 유율을 차지했을 정도

로 온 국민의 ‘ 표주’로서의 상을 굳히고 세계

시장에서 서양의 와인과 당당히 경쟁하는 술이 

되었다.
통주에 그동안의 연구동향은 통주의 역사

와 종류에 한 연구(배 호, 2006; 이종기 2004; 
이효지, 2004), 통주의 제조와 발효제에 한 

연구(Song JH 등 2011; Song JC․Park HJ 2003; 
Kim IH 등 1996), 통주의 특성과 기능에 한 

연구(Seo DS 등, 2008; Kim YS․Park YS, 2007; 
Kim CS 등 2004; Kim JH 등 2003), 통주 이용

실태에 한 연구(Kim YJ․Han YS 2006) 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통주의 가치 연구(Han H

C․Seo JM 2009), 상품화 연구(Ko JY 등 

2011; Kim JS 등 2009), 통주의 구매의도 연구

(Min MS 등 2010), 패키지와 랜드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Chang ES 2011; Min SH․An SL 
2010), 통주 선호도와 선택속성 연구(Moon O
S․Jeon HM 2011; Kim MJ 2010) 등의 분야로 연

구 역의 확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주의 

소비행태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2.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라이 스타일이란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활동), 자신의 환경 내에서 무엇에 얼

마나 심을 가지는가( 심), 자신의 주변 환경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표 하는가(의견)의 생활양

식(AIOs: Activities, Interests, Opinions)으로 정의

되면서(Blackwell RD et al. 2001), 소비자가 살아

가면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개인 

고유의 내재  특성의 함수로 개인의 동기, 사
학습, 사회계층, 인구통계  특성 등을 개성과 가

치를 반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정의된

다(Rokeach M 1973). 
이와 같은 라이 스타일은 연구자의 심과 

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로 다른 계

과 구분되는 생활양식과 세계 (Nam SK 2006), 
개인의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열쇠(Adler A, 
1969), 사회 일부 계층의 특징 인 생활의식으로 

다른 문화나 집단과 구별하게 해주는 상징(Wells 
D 1975),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성향에 심을 

두고, 개인의 생활,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생활양식(Assael H 1983), 등으로 정의

되어 왔다. 한편 Engel JF 등(1995)은 라이 스타

일을 사람의 생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

로써 소비자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인지  

특성으로 개인문화, 사회계 , 거집단, 가족 등

의 향을 받아 습득한 개인의 가치체계로 정의

하 다. 국내에서는   외식산업 분야에서 

시장세분화를 통한 고객의 선택행동을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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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용시켜 왔다(Kim YK․Kim JY 
2009; Ko JY․Chung MR 2006; Park KY 등 2002; 
Shin HC․Kim EY 2001). 

통주 발 을 한 시장세분화 노력의 일환으

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지만 그 방향성을 와인 주류 산업

의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도 이후 웰빙산

업과 함께 국내 주류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으로는 와인과 련 라이 스타일을 고찰할 수 

있다(Ko JY 2007). 와인과 련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McKinna D(1986)에 의해서 시작되었

다. 그는 와인소비자를 문가, 애호가, 은층 마

니아, 일반음용가, 보자로 구분하 다. 와인마

 문가인 Spawton AW(1991)은 문가, 애
호가, 음용가, 보자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하 다. 미국시장에서는 Moulton K 등(2001)이 

소비자 행동과 시장 략연구에서 문가(약 5%), 
애호가(약 45%), 보자(약 35%), 그리고 습

으로 마시는 습 음용자로 분류하 다. 미국 와

인시장을 본격으로 세분화한 것은 Thach EC & 
Olsen JE(2004)이다. 그들은 라이 스타일에 따

는 와인시장을 기분 환형(relaxed lifestyle 
theme), 식사분 기형(dining ambience lifestyle), 
재미향유형(fun and entertainment lifestyle), 사회

지향형(social aspiration), 여행형(travel lifestyle)
으로 그룹을 나 고 각 유형에 따른 마  략

을 제시하 다. 한편 호주의 와인을 세분화한 

Bruwer J 등.(2002)는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와인소비를 포함한 표 방법과 

하게 연 하여 새로운 측정항목인 WRL(wine 
related lifecycle system)을 개발하 다. 조사 결과 

와인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잠재  리미엄 

소비자, 습 지향  와인 마니아, 향유추구 사회

 소비자, 패션과 이미지 지향  소비자, 와인 

보자로 그룹을 분류하 다. 국내의 와인소비자에 

한 연구로는 Jun JH 등(2006)은 문가, 애호가, 
보자, 문외한 4그룹으로 나 었고, Lee BY과 

Woo KS(2006)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교  소비

자, 공식 이고 신 한 자주 인 소비자, 일반

인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 평범한 타인지향 소비

자 등 6그룹으로 나 었다. Ko JY와 Chung 
MR(2006)은 충동구매 마니아형, 지식추구  문

외한형, 사회지향  마니아형, 사회지향  지식

추구형, 충동구매 문외한형으로 나 었다. 지
의 시 에서 통주 소비와 련하여 소비자를 

분류하여 시장세분화의 략으로 제시한다면 의

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3. 통주 선택속성에 한 연구

속성이란 사람들이 보다 나아지기 하여 추구

하는 최선의 목표로 그러한 목표가 의사결정에서 

이해되면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것으로 일

반 으로 상품이 가진 유형  무형의 특징을 의

미한다(Keeney RL․Raiffa H 1993). 그리고 제품 

혹은 상표, 그리고 포에 한 구매 속성은 소비

자의 행동이 제품선호, 실제 인 구매활동, 포

의 방문이라는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호행 로 구매의사 결정에 가장 하게 련

되어 왔다(Lewis RC 1981).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해 특정 포를 선택하여 

방문하거나 구매와 계없이 방문하여 제품을 선

택하는 데 각자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결국 

마 활동에 있어 매를 진하기 해서는 

매자료 이외에도 소비자 행동에 한 정확한 분

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속성의 요도는 상당

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Lee BY․Woo KS 2006). 
주류에 있어 와인에 한 속성은 소비자가 직  

마셔보지 않고도 와인의 품질을 가늠하고 와인에 

한 이해를 높여주는 등 와인 소비자에게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Thomas A. & Pickering G 
2003). 와인에 한 선택속성으로는 그 나라의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Ko JY․Chung MR, 2006). 
Hauck R (1991)은 독일 와인의 마  측면에서 

맛, 와인의 종류, 등 , 사용목 , 생산 국가 등이 

요한 요인으로 제시하 고, Gil, Sanchez(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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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페인의 와인에 하여 랜드, 지명도, 이미

지, 이블, 원산지, 맛, 가격, 구매습 , 포도 수확

연도 등으로 조사하 다. 그리고 호주와인에 

한 선택속성에 있어서 Quester PG & Smart J 
(1996)는 와인생산지역, 포도종류, 와인스타일을 

제시하 다. 그리스 와인에서는 Kalogiann IT 등
(1999)은 독특한 맛, 투명도, 생산지, 아로마향, 
이블, 가격 등으로 제시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

도 Lee BY과 Woo KS(2006)은 와인을 선택할 때 

동기, 구매, 소비 등을 제시하 고, Chung YH 
(2008)는 와인의 유형성, 와인 마 , 와인의 심

미성, 와인의 가격 등의 속성이 만족도에 향

계에 있음을 조사하 다. 그리고 Ko JY과 Chung 
MR(2006)은 와인의 특성(알코올도수, 포도품종, 
빈티지, 병 디자인, 와인의 색, 생산국가), 와인의 

맛과 향(음식의 조화, 와인의 맛, 동반자취향, 와
인의 향), 추천  정보(소믈리에 추천, 매체 

정보, 매직원 추천, 엑스포 정보), 랜드  품

질등 ( 랜드, 품질등 ), 그리고 가격  종류

(가격, 종류)를 속성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Kim 
JY (2008)은 와인의 특성을 내재  속성과 외부

 특성으로 구분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는 통주 선택속성을 와인의 선택속성에 기반을 

두고 통주가가지고 있는 내재  속성과 제조업

자에 의한 부가된 외부  속성을 통주 선택속

성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변수의 조작  정의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한 변수의 조작 인 정

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에 기 하 다.

1) 라이 스타일

라이 스타일은 그동안 연구자의 심과 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

념 인 면에서 Assael H(1983)이 제시한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의 성향, 개인의 생활,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지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

고, 인지 인 특성에서 소비자의 생활, 시간과 돈

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써 소비자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로 정의한 Engel JF 등(1995)의 

측정문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도 (Shin HC․Kim EY 2001), 외식산업 분야

(Park KY 등 2002), 와인산업(Kim YK․Kim JY 
2009; Ko JY․Chung MR 2006; Lee BY․Woo 
KS ,2006; Bang JS․Jun JH, 2005)에서 고객의 선

택행동을 규명하기 한 항목으로 용시켜왔다. 
특히 와인산업과 련된 라이 스타일의 문항은 

미국에서 Moulton K 등(2001)과 Spawton AW 
(1991)가 문가, 애호가, 음용가, 보자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집단 간 차이를 규

명하 고, 국내에서도 Bang JS과 Jun JH(2005)가 

문가, 애호가, 보자, 문외한 등 4그룹으로 분

류하여 그 특성 간에 차이를 규명하 다. 이에 본 

연구의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한 측

정문항은 와인시장의 세분화를 해 측정하 던 

선행연구를 심으로 하고 통주의 특성을 고려

하여 19개의 문항을 구성하 다. 여기서 통주

의 특성이라 하면, 그 범 가 넓기 때문에 소비자

가 쉽게 음용이 가능한 민속주 이나 탁주 문

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국한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각의 그룹 간에는 차

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통주 선택속성

통주에 한 주요 측정항목은 2000년 이후 

주류시장에서 심을 받아온 와인에 한 선택속

성 요인으로부터 추출하 다. 와인은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음용되는 주류로 독일, 스페인, 그
리스, 호주에서 와인의 시장을 넓히고자 다루어 

왔다(Kalogiann IT et al. 1999; Sanchez M & Gil 
JM 1998; Quester PG & Smart J 1996; Hauck R 
1991). 국내에서도 Han EJ(2009), Lee BY과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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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KS(2006), Ko JY과 Chung MR(2006)이 라이 스

타일에 따른 와인 선택속성에 한 차이분석을 

제시하 다. 이에 통주의 특성에서 있어서는 

알코올도수, 포도품종, 빈티지, 병 디자인, 와인의 

색, 생산국가 등을 고려하 고, 통주의 맛과 향

에서는 음식의 조화, 통주의 맛, 동반자취향, 
통주의 향 등을 고려하 으며, 추천  정보에 있

어서는 종업원에 추천, 매체 정보, 매직원 

추천, 엑스포 정보, 랜드  품질등 에 있어 

랜드, 품질등  등을, 그리고 가격  종류에 있어

서는 가격, 종류 등을 주요 속성으로 보고 일부 

문항을 통주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개의 문항을 추출하

으며, 라이 스타일과 소비자 그룹에 따른 통

주의 선택속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구매만족

구매만족은 소비자의 소비경험에 따른 인지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재구매와 주 추

천(Oliver RL 1999; Dick AS & Basu K 1997)으로 

요약되어 구매만족에 한 평가차원에 을 맞

춘 넓은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Zeithaml VA & 
Bitner MJ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주의 

선택속성에 따른 재구매의도, 주 추천의도, 

반 인만족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선
행연구에서 다루어 왔듯이 통주의 선택속성에 

따른 구매만족의 향 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모형과 가설

변수의 조작  정의에 의해 구성된 측정문항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과 모형을 

제시한다.
가설1. 라이 스타일 유형과 소비자그룹 간에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라이 스타일 유형과 통주 선택속성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소비자그룹과 통주 선택속성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통주 선택속성은 구매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 상  기간

본 연구의 조사 상 모집단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통주 소비행태를 조사하기 하여 소상공

인지원센터 자료에 의한 서울 지역의 5  상권 내 

치한 주 을 심으로 하 으며, 이곳은 비교

 통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
사기간은 2009년 8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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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14)

Respondent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ies

(Percentages)
Respondent

Characteristics
Items

Frequencies
(Percentages)

Gender
Male 

Female 
158(50.3)
156(49.7)

Marriage
Status

Single
Married

118(37.6)
196(62.4)

Age

20-29
30-39
40-49

50 or more

91(29.0)
41(13.1)
89(28.3)
93(29.6)

Current
Occupation

Administrative position
Individual proprietor 

Student 
Housewife 

Service industry
Specialized job

Others

72(22.9)
36(11.5)
93(29.6)
41(13.1)
54(17.2)
15(4.8)
 3(1.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Master or more

 72(22.9)
101(32.2)
102(32.5)
 39(12.4)

Household
Average Income

Less than 2M(won)
2M ～ 2.99M
3M ～ 3.99M
4M ～ 4.99M

5M more

63(28.3)
68(30.5)
31(13.9)
30(13.5)
31(13.9)

Total 314(100) Total 314(100)

2개월간 강남 2곳(사랑방, 유객주), 신 홍 3곳
(짚동가리쌩주, 동학주 , 송아 씨빈 떡) 학

로 3곳(동숭동주막집, 짚동가리쌩주, 청석골), 
등포 2곳(짚동가리쌩주, 탁사발) 지역에 치한 

통주를 취 하고 있는 민속주 과 통주 문

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자기기입식으

로 하 다. 이곳 주 에서 주로 취 하고 있는 

통주로는 특정 지역 막걸리를 포함한 민속주를 

매하고 있었고, 이곳을 상으로 총 350부의 설

문지를 배포 하 으며, 총 330부를 회수 하 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하고 총 314
부를 통계처리 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문지의 

구성 항목은 와인 선택속성과 라이 스타일에 따

른 시장세분화에 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하

으며, 설문지는 크게 4개의 부문으로 통주 선택

속성 22문항, 라이 스타일 18문항, 구매만족 3문
항, 인구통계학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
편 측정방법으로는 통주 선택속성에 한 요

도와 라이 스타일, 구매만족 항목은 5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매우 요함, 1=  요하

지 않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

기 해 라이 스타일 요인과 통주 선택속성 

요인을 도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 측정항목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α분석을 하

다. 한 통주 이용객의 라이 스타일 요인을 

동질 인 집단으로 묶어 유형을 도출하기 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통

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택속성

과 요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한 통주 선택속성

에 한 구매만족의 향 계를 분석하고자 회귀

분석을 하 다.

Ⅳ. 결과분석

1.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314명의 일반 인 특

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 에서는 남성 158명(50.3%), 
여성 156명(49.7%)으로 나타나 두 성별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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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related Life-style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Social oriented 
consuming style

Make my personal relationship better
Make a better atmosphere 
Good for health
Improve my image
Talk about traditional liquor I have tried
Depend on information from others when purchasing

0.809 
0.742 
0.738 
0.733 
0.687 
0.420 

5.598 37.320 0.833

Maniac consuming 
style

Particular place in my own way when buying
Particular procedure in my own way
Rest from fatigue of day 
Not save expenses when buying

.0.750 
0.739 
0.688 
0.686 

1.462 9.749 0.788

Pursuit of 
knowledge 

consuming style

Wish to learn about traditional liquor
Wish to try traditional liquor hearing particular one
A lot of interests in information

0.837 
0.833 
0.708 

1.264 8.429 0.819

Outsider consuming 
style

Prefer to other types of liquor
Consider labels and prices rather than quality

0.798 
0.656 

1.172 7.815 0.621

a. KMO= .875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816.952(p=.000)
b. Total cumulative : 63.313%
c. Total alpha coefficient : 0.860

어 학생이 93명(29.6%), 리사무직(22.9%), 매

서비스직이 54명(17.2%), 주부가 41명(13.1%), 사
업가 36명(11.5%), 문직이 15명(4.8%), 기타 

3(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있어 

체 응답자  기혼이 196명(62.4%)으로 미혼 118
명(37.6%)보다 높게 나타나 통주를 구매 혹은 

음용에 한 연구의 성격상 연령이 20  이상의 

응답자를 상으로 하여 미혼보다는 기혼의 응답

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 을 보면 졸이상의 응답자가 80%이

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종교에 있어서는 

무교가 124명(39.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

다. 월 평균 소득으로는 200～299만원이 56명
(17.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1만 

원 이상이 300～399만원이 52명, 50명으로 비교

 유사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2.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2, 3>.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을 실시

하 고. Varimax 회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1.0이상인 변수에 하여 요인화 하 다. 
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공통성(communality)이 0.4
보다 작고 신뢰도가 0.6 이하의 변수를 제외하여 

아래의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각 요인에 하여 

0.5이상 교차 재 되는 항목에 해서는 모두 삭

제하 다. 삭제된 문항은 라이 스타일에서 기념

일에 마신다, 통주를 가지고 있다, 음식과 조화

가 요하다, 이용 목 에 따라 통주를 구매한

다 등이다. 그리고 통주 선택속성에서는 가격, 
사용목 , 직원추천, 웰빙재료 등을 삭제하 다. 
최종 으로 라이 스타일 15문항, 통주 선택속

성 18문항, 구매만족 3문항으로 추출되었다. 측정

항목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0.6이상으로 

Nunnally JC(1978)가 제시한 0.7 이상에는 못 미

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일반 으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통주 소비에 한 라이 스타일 항목은 

공통성을 해하는 변수(4개 항목)들의 삭제를 

실시한 후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분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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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 Selection Attributes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Characteristics 

Productive age of traditional liquor
Place of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Awareness of a manufacturer
Types of traditional liquor

0.810 
0.769 
0.732 
0.530 

4.495 24.974 0.761

Taste & fragrance 

Fragrance of traditional liquor
Taste of traditional liquor
Alcoholicity of traditional liquor
Experience of drinking before

0.795 
0.747 
0.634 
0.560 

2.453 13.626 0.668

Popularity 
To have social life and friendship and feel easy
To celebrate a special day
Popular

0.814 
0.710 
0.610

1.708 9.492 0.754

Design
Brand design of traditional liquor
Bottle design of traditional liquor

0.845 
0.843 

1.320 7.335 0.868

Harmony 
Taste of someone who drinks with
Harmony with food

0.844 
0.771 

1.143 6.351 0.616

Interest
Interest in traditional liquor
Due to our own traditional liquor
Advertisement and public relations

0.854 
0.625 
0.505 

1.074 5.968 0.665

a. KMO= .749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964.754(p=.000)
b. Total cumulative : 67.745%
c. Total alpha coefficient : 0.815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 Purchase Satisfaction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Purchase
Satisfaction 

Recommendations around people
Repurchase intentions
Total satisfaction

0.906
0.912 
0.885 

2.435 81.167 0.883

a. KMO= .741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555.653(p=.000)

명력은 63.3%로 사회형 소비스타일(Social ori-
ented consuming style), 마니아형 소비스타일

(Maniac consuming style), 지식추구형 소비스타

일(Pursuit of knowledge consuming style), 문외한 

소비스타일(Outsider consuming style)이라고 각

각 명명하 다. 통주 선택속성도 공통성을 

해하는 변수(4개 항목)를 삭제 후 총 6개의 요인

들이 추출되었으며, 분산의 설명력은 67.7%로 

통주의 특성(Characteristics), 통주의 맛과 향

(Taste & fragrance), 통주의 성(Popularity), 
통주의 디자인(Design), 통주의 조화(Harmony), 
통주의 심(Interest) 이라고 각각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구매만족에 한에 한 요인분석은 

1개로 고유치(eigen value)가 4.435, 분산설명력이 

81.167%로 나타났다.

4. 연구가설 검증

1) 라이 스타일과 소비자그룹 간의 차이분석

본 연구는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이

용하여 통주 소비자의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고

자 군집분석을 하 다. 라이 스타일에서 도출된 

4개의 요인들을 토 로 먼  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군집수와 군집의 심  등을 악



한국조리학회지 제 18권 제 3호(2012)100

<Table 5> Cluster analysis based on traditional liquor-related lifestyle

Division
Consumer Group

F P
Expert Fans Beginner Indifference

Social oriented 
consuming style

4.13(a) 3.54(c) 3.57(b) 3.319(d) 40.972 0.000***

Maniac 
consuming style

4.00(a) 3.97(b) 3.43(c) 2.80(d) 87.378 0.000***

Pursuit of knowledge
consuming style

4.33(a) 3.35(c) 3.41(b) 2.86(d) 76.231 0.000***

Outsider
consuming style

4.07(a) 2.64(c) 3.52(b) 2.63(d) 148.209 0.000***

Number of unit 57 67 129 60 - -
***p< 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하여 군집을 설정한 후 K-means 방법을 통하여 

군집화를 실시하 다. 먼  계층  군집방법에서

는 와드기법(Ward's method) 방법을 실시하여 4
개의 유효 군집수를 확정하 다. 그리고 제시된 

군집수는 K-means 방법으로 분류하 고, 각 군집

별 라이 스타일 요인에 한 평균값으로 군집 

명을 각각 명명하 다. 그리고 라이 스타일에 

따른 각 소비자군의 특성간의 차이검정을 하기 

해 각 군집에 한 평균의 차이검증(ANOVA)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각 평균의 차이검증으로부터 도출된 

F통계량이 P=0.000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하여 도출된 군집 명을 명명할 수 있

었고, 군집 1은 사람들과 사교 인 자리에서 통

주를 좋아하는 마니아형 소비자로 통주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주류와 품질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군집1을 통

주 문가 그룹으로 명하 다. 군집 2는 마니아  

소비성향과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는데 심이 많

으며, 어느 정도의 통주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다른 주류에는 별 심이 없고, 품
질을 요시 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이다. 이에 2
군집을 애호가그룹으로 명하 다. 군집 3은 2군
집과 비슷한 소비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류를 비교  선호하며, 품질보다는 가격을 

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3군집을 통

주 보자 그룹으로 명하 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사교 인 모임에만 심이 있는 집단으로 

통주를 포함한 다른 주류에는 심이 없는 통

주 문외한 그룹이다. 이에 통주 무 심 그룹으

로 명하 다. 따라서 통주와 련된 라이 스

타일에 따른 소비자그룹은 Bang JS과 Jun JH 
(2004)가 와인소비자를 분류한 거와 같이 문가

(Expert), 애호가(Fans), 보자(Beginner), 무 심

(Indifference)으로 분류되었다. 한 라이 스타

일 유형과 분류된 소비자그룹 간에는 <Table 5>
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라이 스타일과 통주 선택속성 간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주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에 따른 통주 선택속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ANOVA 분석  사후검증(Duncan Multiple 
Range)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6>과 같

이 요인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맛과 향(F= 4.041, P< 0.008)에
서 차이가 비교  낮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형 라이 스타일은 비교  조화(Harmony)
를 요시 여기지만 통주 디자인 요인에서는 

비교  낮은 심을 보이고 있으며, 마니아 라이

스타일은 디자인, 맛과 향, 조화 요인 등을 요

시 여기지만 심 요인에서는 상 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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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 Selection Attributes by life-style

Division
Consuming Lifestyle

F P
Social oriented Maniac 

Pursuit of 
knowledge

Outsider

Characteristic 3.154(b) 3.067(d) 3.863(a) 3.144(c) 28.622 0.000***

Taste & fragrance 3.770(b) 3.929(a) 3.699(c) 3.649(d)  4.041 0.008**

Popularity 3.171(b) 3.074(d) 3.717(a) 3.089(c) 16.807 0.000***

Design 2.928(d) 3.954(a) 3.139(c) 3.163(b) 31.263 0.000***

Harmony 4.232(a) 3.838(c) 3.873(b) 3.796(d)  8.408 0.000***

Interest 3.017(d) 3.090(c) 3.314(a) 3.260(b) 22.530 0.000***

**p< 0.01,   ***p< 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Table 7> Differenc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 Selection Attributes by Life-style 

Division
Consumer Group

F P
Expert Fan Beginner Indifference

Characteristic 4.109(a) 3.149(c) 3.259(b) 2.750(d) 56.855 0.000***

Taste & fragrance 4.162(a) 3.944(b) 3.705(c) 3.404(d) 25.939 0.000***

Popularity 3.754(a) 2.915(c) 3.356(b) 2.827(d) 25.534 0.000***

Design 3.886(b) 3.932(a) 3.240(c) 2.400(d) 66.037 0.000***

Harmony 4.438(a) 3.888(b) 3.845(c) 3.733(d) 16.111 0.000***

Interest 4.070(a) 2.641(c) 3.515(b) 2.633(d) 148.209 0.000***

***p< 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나타났다. 지식추구형 라이 스타일은 통주의 

특징, 디자인, 심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무 심형 라이 스타일은 맛과 향, 조화 요인

에서 비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주의 라

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통주의 선택속성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그룹과 통주 선택속성 간의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그룹에 따른 통주 선택

속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ANOVA 분석 

 사후검증(Duncan Multiple Range)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요인은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 그룹과 

문외한 그룹에서 특징, 맛과 향, 성, 디자인, 
조화, 심 등등에서 모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통주 애호가 그룹과 보자 

그룹 간의 차이는 통주에 한 심과 성

에 차이를 보인다. 보자는 우리 술이라서 좋아

하는 것과 성이라는 것에 높게 나타났으나, 
애호가는 조화와 맛과 향상에서 비교  우 에 

있다. 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주 소비자 그

룹과 통주의 선택속성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통주 선택속성이 구매만족에 미치는 향

통주 선택속성이 구매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개
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구매만족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

변수인 구매만족에 한 표 회귀선을 설명하는 

결정계수 R2값은 0.206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

에 한 p값은 0.000, F값은 13.229로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선성 통

계량의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으면 다 공선성을 

의심해야하는데 분석결과 0.686∼0.850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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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Traditional Liquor Selection Attributes on Purchase 
Satisfaction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

ß t-value p-value Tolerance VIF
Characteristic -0.088 -1.029 0.304 0.686 1.457

Taste & fragrance 0.530 5.139 0.000*** 0.795 1.258
Popularity 0.423 5.164 0.000*** 0.706 1.416

Design -0.091 -1.444 0.150 0.847 1.181
Harmony -0.014 -0.161 0.873 0.850 1.176
Interest 0.097 1.179 0.240 0.746 1.340

R2= 0.206        Adjusted R2= 0.190    F= 13.229       p=0.000
***p< 0.001

치 1에 가깝게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6개의 요인 

에서 맛과 향(p=0.000, t=5.139), 성(p=0.000, 
t=5.164)이 p〈0.05에서 유의 이며 정(+)의 향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주 소

비자의 구매만족은 통주 선택속성에 부분 으

로 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맛과 향, 성이 

구매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통주가 맛과 향, 그리고 성의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주류로 나타내고 있다.

Ⅴ. 결  론

정부는 2009년에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 원회를 통하여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표하 다. 2012년을 넘어선 지 의 

통주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세계화를 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Kim YG․Kim 
SH 2010). 이제 통주 한류 바람에 이어 건강상 

효능이 소비자의 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고, 이
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심으

로 소비가 격히 증 하는 결과를 일구어 냈다

(Kim YT․Kim JH 2010).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주는 세계의 명주와 

비교하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통주 소비시장을 세분화하여 

련 업계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과 

소비자 그룹 간에 따른 통주 선택속성 간의 차

이 , 그리고 통주 선택속성과 구매만족의 

향 계를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행하 다.
분석 결과, 통주와 련된 라이 스타일은 

사회형, 마니아형, 지식추구형, 문외형 등으로 분

류 되었고, 통주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그룹은 군집분석에 의해 Spawton AW(1991)의 연

구와 같이 문가, 애호가, 보자, 무 심자 등으

로 분류하 다. 그리고 통주 선택속성은 Moon 
OS와 Jeon HM (2011)의 연구와 비슷하게 통주

의 특성요인, 맛과 향요인, 성요인, 조화요인, 
심요인 등 총 6개로 나타났고, 검증결과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그룹 간의 차이, 라이 스

타일과 소비자 그룹에 따른 통주 선택속성 차

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문가로 구분된 소비자 그룹과 무 심 

소비자 간에는 모든 통주 선택속성에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애호가 그룹

과 보자 그룹 간에는 성과 심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자와 애호

가 그룹의 기 이 명확하지 않지만 통주 외의 

다른 주류 심도와 성에서 보자 더 많은 

심을 가져주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통주와 

련된 애호도 입장에서 구분을 하 다. 마지막으

로 통주 선택속성은 구매만족에 부분 으로 

향 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맛과 향, 
성이 정 인 정(+)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의 시 에서 통주는 맛과 

향, 성이 함유된 주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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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한식세계화에 맞

추어 통주에 한 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

데, 통주 소비시장을 문가, 애호가, 보자, 
무 심 그룹 등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고 통주

의 구매만족 특성이 맛과 향, 성에 있다는 것

을 련 업계에 제시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탐색 으로 이루어진 만큼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먼  통주에 한 종류가 

무도 다양함에도 특정 지역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 심의 민속주를 취 하고 있는 업소를 

상으로 수행하 다는 이다. 이는 증류주와 양

조주로 구분된 서양의 주류에서 보면 확연히 차

이가 날 수 있고, 양조주도 탁주, 약주, 청주로 구

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통주 선

택속성을 보편화하는데 한계 이 있다. 한 서

울 심 상권의 민속주 과 이를 이용하는 조사

상자로 한정하 다는 에서 고  통주를 취

하고 있는 업소와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제한성을 있다는 데 있다.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통주를 주류별로 세분화하고, 고  통

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진일보할 것으로 

본다. 

한  록

본 연구는 통주의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련 산업에 시사 을 제안하고자 통주를 음용하

는 외식 소비자를 상으로 그들의 라이 스타일

과 통주 선택속성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규명

하고 통주 선택속성 에서 구매만족에 미치는 

변수를 찾는데 있다. 조사 상은 서울의 도시 

상권에 소재한 민속주 을 이용하고 있는 20  

이상의 성인으로 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8
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행하 다. 분석결과, 

통주와 련된 외식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사회형, 마니아형, 지식추구형, 문외형으로 분류

되었고, 통주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그

룹은 군집분석에 의해 문가, 애호가, 보자, 무
심자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통주 선택속성은 

통주의 특성요인, 맛과 향요인, 성요인, 조
화요인, 심 요인 등 총 6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외식소비자의 라이 스타일과 분류된 

소비자의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통주 선택속성과의 차이 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그룹에 따른 

통주에 한 선택속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주 선택속성

은 구매만족에 부분 으로 향 계에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  맛과 향, 성이 정

인 정(+)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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