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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ow basic data to build suitable marketing strategies for consumers by determining 
the motivation and selection attributes of HMR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st to March 30th, 2013, and total 362 out of 45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pursuit of health in lifestyl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ful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Next, the pursuit of health was analyzed no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MR quality and convenience. Third, usefulness and economical efficiency in the category of motives for 
purchasing HMR didn'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Finally, HMR quality and 
convenience i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HM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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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C의 사회ㆍ경제  발 으로 인한 개인과 가

족의 가치  변화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는 곧 소비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러한 소비행동의 변화는 식생활 양식에도 나타나 

소비자들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한 심이 더욱 높아졌다(Moon YS․Cho HS 
2010). 한 여성의 사회진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 라이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과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 체식품) 
조리 혹은 가공된 형태의 식품으로 가정 외에서 

매되는 완  조리 혹은 반 조리 형태의 음식을 

구매 는 주문하여 가정에서 바로 먹거나 간단

히 조리하여 먹는 비 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Kim JY et al 2005). 그러나 오늘날 고객들은 시

간 약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건강과 양

을 동시에 고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히 식사개념을 벗어나 고품질의 음식, 즉 새로운 

식사 용품(new meal solution)을 요구하게 되었

다(Jang YJ 2009). 이와 같이 인들의 시간 부

족과 생활패턴의 변화 그리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편의성 추구는 이들로 하여  외식을 선

호하게 하 으나, 이와는 반 로 가정에서 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가정 체식품)의 구매동기와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297

한 음식처럼 질이 좋고 정성이 담긴 음식을 구매

하려는 경향이 이들의 구매행동에 있어 서로 상

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이들로 하여  HMR을 

구매하도록 하 다(Lee HY․Chung LN․Yang 
IS(2005a). 가정 체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은 가정 내에서의 소비를 목 으로 가정 외

에서 생산된 식사 용품으로 구입하기 편리하며 

신속하게 제공되며 추가 인 조리과정이 필요 없

는 음식으로 정의되며, 조리정도에 따라 바로 먹

는 음식(Ready to Eat), 가열 후 먹는 음식(Ready 
to Heat),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Ready to End- 
Cook)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Yoo YH et al 2012).

국내 HMR 시장은 2006년 6600억 원에서 2010
년 2조 2000억 원 규모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

며, 최근 메뉴의 다양화와 식품업체들의 문화 

시도로 국내 HMR 시장은 성장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3-4년 사이 홈쇼핑에서 HMR
의 매출은 2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체 매출

에서 HMR 1 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

다(JoongAng Daily, 2011. 4. 22). 향후 2인 이하 

가구 수는 속도록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

으며, 고령화율도 증가일로에 있다. 
2030년에는 2인 이하 가구 수는 52%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령화율도 24%
로 늘어날 망이어서 국내 HMR 시장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Kim KH․
Pork KY(2007). 따라서 향후 라이 스타일의 변

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해볼 때 HMR
에 한 이들의 소비행태  태도를 악하여 

HMR의 효율 인 운 을 한 방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다양한 욕구를 가

진 고객들을 상으로 한 HMR에 있어 고객의 인

식을 정확히 악하여 효율 인 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MR에 한 고객의 구매태도

와 행동에 한 연구는 한정되어있다(Jang YJ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의 구매동기와 선택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소

비자들에게 합한 마  략을 수립할 수 있

는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라이 스타일

라이 스타일은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  때문

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 행동양식, 사고양

식 등 생활 모든 측면에서의 문화․심리  차이

를 체 인 형태로 나타낸 말로 정의되는데 Max 
Weber와 Alfred Adler와 William Lazer는 사회상

이 반 된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 다(Kim 
DG 1994). 오늘날 소비시장은 성숙되고 소비자

의 외식수   선호가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행동을 제 로 아는 것이 훨씬 더 복잡

하고 어려워졌다(Moon YS․CHo HS 2012). 이때 

소비자의 내재된 가치나 욕구에 한 심층  이

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방법이 바로 라이 스

타일에 한 연구이며(Nam SK 2006), 소비자의 

행동을 효과 으로 설명하는 지표가 된다. 식생

활 라이 스타일은 우리의 일상 인 생활을 잘 

표 하는 라이 스타일에 향을 받기 때문에 식

생활 라이 스타일은 라이 스타일의 하나의 

역이 되고 인간의 식습   식품소비 등은 식생

활 반에 큰 향을 미친다(Lee Yk 2007). 최근

에 폭발 으로 증가된 건강 련 산업이 부분 

식생활과 련한 산업에서의 성장임을 볼 때, 소
비자 삶의 여러 단면 에 소비자의 식생활과 

련한 라이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은 산업 비 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Hur WM․Lee WS․Lee 
HT 2006; Moon YS․Cho HS 2012). 

이와 같이 식생활 라이 스타일은 활동(Activity), 
심(Interest), 의견(Opinion)의 통합 인 체계로 

소비를 규정하고 소비에 의해 규정되는 일정한 

행동패턴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Kim KH․Pork KY 
2007; Jackson RW․Mc Daniel SC(1985)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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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와 조리방법에서 직장여성, 업주부들 간의 

사이코 그래픽의 차이를 분석하 다.
식생활 라이 스타일(food-related lifestyle)은 

식료품의 구매행동, 구매동기, 식사 비, 구매 제

품의 특성, 구매 의사결정의 목 , 식품소비상황

을 찰함으로써 개인의 식생활 라이 스타일을 

측정하여 식품구매행동을 설명하 다(DeBoer et 
al 2004; Grunert KG et al 2011)은 독일, 랑스, 
덴마크  국의 소비자를 상으로 식품의 쇼

핑방법, 품질, 조리법, 소비실태 등 식품의 구매동

기를 5가지 하 차원으로 식생활 라이 스타일

을 분석하 다. 국내의 라이 스타일 선행연구

(Chae SI 1992; Sul HK․Lee SH․Joon JK 2007)
와 식품 구매 행태구(Song HS 2005․Park JY 
2011), 외식과 련된 식생활라이 스타일(Jung 
HS․Yoo HH 2007)등이 주를 이루며, 최근 음료 

 와인에 한 소비자의 심  소비 증가에 따

라 차(Lee KC 2004), 커피(Kim HC․Won YE 
2010; Chae SJ 2011) 와인(Im YM 2006) 등이 주

를 이루고 있다.

2. HMR 식품

가정 용식은 가정에서 하는 식사를 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정식 용은 가정에서 통

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식사를 신할 수 있는 식

품을 포 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

식 용식품을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

편의식품, 배달음식, 간편식, 포장음식, 테이크아

웃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Na JK․Kim 
GA 2012). HMR(Home Meal Replacement)제품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Costa AI et al(2007)은 사

에 조합된 주요리(pre-assembled main course)
로 가정에서 만든 주요리를 완 히 는 신속하

게 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음식으로 정의하

다. HMR은 분배과정(distribution channel)을 근거

로 가정배달(Home delivery: meal is delivered) 
는 테이크아웃(Take-out: consumers bring meal 
home)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HMR 정의  범 에 해 명확한 규정이 내려져

있지 않아(Kim SH․Kwon 2007) 연구자들의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Jang YJ 
2009). HMR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YJ et al(2011)은 55세 이상 실버시장에서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라 인구 통계 학  특성을 

악하고, HMR 제품에 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의 소비자 그룹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eroms N et 
al(2008)는 편의식(ready meal) 선택기 (criteria)
을 신뢰기 , 감각기 , 외 기 , 기능  기 으

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요시하는 

기 에 유의 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Sun Y
C․Morrison A M(2007)은 고령소비자들의 스

토랑 선택 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서비

스 태도, 속도, 문  지식, 음식의 질, 맛, 메뉴 

다양성, 양, 가격 등이라고 규명하 다. Costa et 
al(2007)은 테이크아웃 문음식에 한 이용 동

기와 선호도를 분석에서 제품의 맛, 가격, 건강지

향성 등이 이용 동기의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홈
쇼핑 온라인 몰의 HMR(Yoo YH et al(2012), 
HMR 군집분석(최 근 2008; Kim SH․Kwon 
2007), HMR 컨조인트 분석(Jeeon HM․Lee HB 
2009), 라이 스타일 가정식사 용식(Chung L
N․Lee HY․Yang IS 2007; Gwon TS․Go JY 
(2005)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 선택속성

선택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한 몇 가지 수단

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

을 뜻한다(Power T․Brows CW 2003). 이에 반하

여 속성(attribute)은 상품이 가진 유․무형의 특징

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 속성들의 묶음(bundle of 
attribute)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한 선택속성

은 상품에 한 이용고객의 태도에 한 것으로 

고객이 상품의 선택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특성

이다(Kim JS 2010). 선택속성은 고객이 상품의 선

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용고객이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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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구매하는 것에 차이를 일으키는 상품의 

속성에 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한 

것과 이러한 상품속성이 다른 속성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이어야한다(Kong HS 2007).
HMR 선택속성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o SY 2002)은 가정식사 용식의 선택속성에 

한 요도-만족도 분석에서 가정식사 용식의 

섭취빈도  구입 장소, 선호이유에 한 사항에

서는 가정식사 용식의 섭취빈도의 경우, 한달

에 1～3회 섭취한다가 100명(49.8%)으로 가장 많

았고, 가정식사 용식 구입 장소는 할인 마트가 

148명(7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식사 용식의 선택속성에 한 요도-만족

도 차이분석 결과에 한 사항에서는 12개의 선

택속성 항목들 모두 유의 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  편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요도가 만

족도보다 높은 수로 나타났다. 
Seo KH et al(2011) 형 할인마트와 백화  구

매고객을 상으로 HMR 선택속성이 지각된 효

용  가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HMR 
선택 속성(음식의 품질, 편의성, 포장, 직원 서비

스)은 지각된 효용  가치와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HMR 소비자의 

HMR 선택 속성과 재구매 의도와의 인과 계에

서 지각된 효용  가치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부분  매개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Yoo YH et al(2012)은 홈쇼핑 온라인 몰의 

HMR 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의도에 

한 분석에서 HMR 선택속성의 하 차원인 음

식품질, 간편성,  서비스, 배송은 지각된 가치

에 유의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 재구매

의도에는 음식품질과 배송 등이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SH․Kwon 
SM(2007)는 HMR 선택속성의 요인으로 제품과 

포장, 청결한 분 기가 군집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편리, 서비스, 음식 

등의 요인은 군집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Lee BS․Pork KH․Cho JH(2011)은 HMR 상품

의 선택속성  가치와 유용성, 선호메뉴와 간편

성, 음식품질이 고객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택속성  가치와 

유용성, 음식품질은 재구매의도에도 유의한 향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ung LN, 
Lee HY, Yang IS(2007a)은 HMR 선택속성분석에

서 가장 고려정도가 높은 항목으로 생 인 품

질, 음식의 신선도, 좋아하는 메뉴, 한 가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Jang YJ(2009)은 HMR 선
택속성에서 HMR이용을 주 하는 주요요인은 조

미료를 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음식은 집에

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생 이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HMR 주문용도는 행사용

과 평상시 식사용의 목 으로 이용할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구매동기

동기에 한 기본 인 개념은 학자에 따라 각

각 달리 정의되면서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은 학자들이 공통

으로 제기하고 있다(Pheon CG 2004); Hwang 
JH․Lee SB 2008). 동기는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거나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

되며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행해지는 개인

인 욕망과 충동을 의미한다(Henry A 2001). 동
기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cGuire 
W(1974)는 동기를 인지  동기와 감정  동기로 

구분하고 이런 동기가 개인 인 만족을 추구한다

고 하 다. 
Han EJ․Noh JH(2012)는 국 상해지역의 

국인의 한식 선택속성과 이용 동기가 재 구매에 

미치는 향 계에서 한식이용 동기 수요모형 추

정결과 경험  심 추구, 거리  안정 추구․변

화 추구는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Cho SH et al(2012) 외식기업 소셜커머스의 

구매동기 향요인 분석결과 외식기업 소셜커머

스 요인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 구매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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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하여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셜커머스요인  정보품질과 음식품질이 

구매 후 만족에 하여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외식기업 DDS(Daily Deal 
Service)는 소셜커머스 요인인 정보품질과 음식품

질  서비스품질이 구매동기에 하여 조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식기업 DDS 
(Daily Deal Service)는 소셜커머스 요인인 정보품

질과 음식품질  서비스품질이 구매 후 만족에 

하여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Hwang DR et al(2007)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 

동기, 효용  동기, 쾌락  동기로 요인화 하고, 
요인간 향 계를 분석한 결과 쇼핑 감정은 만

족감, 불쾌감, 흥미감으로 나타났다. PLS 분석 결

과 효용  동기는 만족감과 불쾌감에, 쾌락  동

기는 만족감과 흥미감에, 만족감과 흥미감은 고

객충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 
Guire(1974)는 동기를 인지  동기와 감정  동기

로 구분하고 이런 동기가 개인 인 만족을 추구

한다고 하 다. 
Solomon M․Robolt NJ(2004)은 구매동기를 

감정  동기와 이성  동기로 분류하고, 이성  

동기는 논리와 인과 계에 의해 발생하는 동기로

서 이는 주로 렴한 구매, 시간 약, 노동 약, 
효과 인 구매활동, 품질추구, 편리함과 같은 경

제성과 행 의 간편함을 의미하고, 정서  동기

는 인간의 감정과 충동에 근거한 동기를 말한다.

5. 재 구매의도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의 표 인 선행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Bloemer J․Ruyter K 1998; 
Oliver RL 1993), 고객들은 높은 수 의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에 하여 계를 지속하거나 재구

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Kasper H 1988). 부분의 실증 연구는 재구매의

도를 단일차원측정 방법으로 조작화하고 있다. 
이들은 재구매의도를 다차원 측정 방법을 사용하

여 개발하 는데, 재구매의도와 련된 행동 의

도에 다섯 가지 요인들로 충성도, 환 성향, 해당 

문제에 한 외부 반응  해당 문제에 한 내부 

반응 등이다(Zeithaml VA et al. 1996). 연구자들

은 서비스 질이 호의 인 행  의도와 정(＋)의 

방향으로 련이 되고, 비우호 인 행동 의도와 

부(－)의 방향으로 련이 된다고 밝혔다(Zeithaml 
VA et al. 1996).

Ⅲ. 조사 설계

1.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식생활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 식품의 선택속성  구매동기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 HMR 식품의 선택속성과 구매

동기에 따라 재 구매 의도와의 계를 규명하고

자〈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 다.

1) 라이 스타일이 HMR 선택속성에 미치

는 향에 한 가설

Jackson RW․McDaniel SC(1985)은 식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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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리방법에서 직장여성, 업주부들 간의 사

이코 그래픽의 차이를 분석하 다. DeBoer et 
al(2004)은 식생활 라이 스타일(food-related life-
style)은 식료품의 구매행동, 구매동기, 식사 비, 
구매 제품의 특성, 구매 의사결정의 목 , 식품소

비상황을 찰함으로써 개인의 식생활 라이 스

타일을 측정하여 식품구매행동을 설명하 다. 
Yoo YH et al(2012)은 홈쇼핑 온라인 몰의 HMR 
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와 재구매의도에 한 분

석에서 HMR 선택속성의 하 차원인 음식품질, 
간편성,  서비스, 배송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ang YJ(2009)은 가정식사 용식(Home Meal 
Replacement) 련 고령소비자의 소비행태  선

택속성 분석에서 HMR 선택속성이 성별, 연령, 
교육수 , 직업, 월 소득에 따라서 유의 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BS et al(2011)은 

HMR 선택속성  가치와 유용성, 선호메뉴와 간

편성, 음식품질이 고객만족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택속성  가치

와 유용성, 음식품질은 재구매의도에도 유의한 

향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 라이 스타일은 HMR 선택속성에 유

의 인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라이 스타일이 HMR 식품의 구매동기 

미치는 향에 한 가설

Grunet, Brunso & Bisp(1997)은 독일, 랑스, 
덴마크  국의 소비자를 상으로 식품의 쇼

핑방법, 품질, 조리법, 소비실태 등 식품의 구매동

기를 5가지 하 차원으로 식생활 라이 스타일

을 분석하 다. Costa AI et al(2007)은 테이크아

웃 문음식에 한 이용 동기와 선호도를 분석

에서 제품의 맛, 가격, 건강지향성 등이 이용 동기

의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Lee JW․Lee YH(2003)
는 와인구매동기는 사회  구매동기, 교양 향상

동기, 정서  욕구동기로 요인화 하고, 변수 간 

향 계를 분석한 결과 교양 향상동기와 정서  욕

구 동기는 만족에, 정서  동기는 충성도에, 만족

은 충성도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Jang YJ et al(2011)은 55세 이상 

실버시장에서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라 인구 

통계 학  특성을 악하고, HMR 제품에 한 태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의 소비

자 그룹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2 : 라이 스타일은 HMR 구매동기에 유

의 인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HMR 식품 구매동기  선택속성과 재구

매의도에 한 가설

Seo KH et al(2011) 형 할인마트와 백화  구

매고객을 상으로 HMR 선택속성이 지각된 효

용  가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HMR 
선택 속성(음식의 품질, 편의성, 포장, 직원 서비

스)은 지각된 효용  가치와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SH et al(2012) 외식

기업 소셜커머스의 구매동기 향요인 분석결과 

외식기업 소셜커머스 요인  정보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구매동기에 하여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커머스요인  정보

품질과 음식품질이 구매 후 만족에 하여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기업 

DDS(Daily Deal Service)는 소셜커머스 요인인 

정보품질과 음식품질  서비스품질이 구매동기

에 하여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외식기업 DDS(Daily Deal Service)는 소셜

커머스 요인인 정보품질과 음식품질  서비스품

질이 구매 후 만족에 하여 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Lee BS et al(2011) 등은 HMR 
상품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과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한 분석결과 RTEC 상품의 

선택속성  가치와 유용성, 선호메뉴와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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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품질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TEC 상품에 한 지각된 

가치와 유용성, 음식품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재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 HMR 구매동기는 재구매의도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HMR 선택속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

인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1) 라이 스타일

Ko BS․Kim HC(2012)은 커피 문  이용객

의 라이 스타일과 선택속성과의 계에서 건강

추구형, 안 추구형, 유행추구형, 미각추구형, 장
식추구형 등으로 요인화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라이 스타일은 건강추구형, 편의추구형 등

을 추구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은 1=‘
 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5=‘매우 요하게 

고려됨’의 5  척도로 라이 스타일의 정도를 측

정하 다.

2) 선택속성

Chung LN․Lee HY․Yang IS(2007)은 HMR 
선택속성 분석에서 가장 고려정도가 높은 항목으

로 생 인 품질, 음식의 신선도, 좋아하는 메뉴, 
한 가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선택속성은 간편하

고 시간을 약할 수 있는 렴한 가격으로 최상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HMR의 질, 편의성 정도

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은 1=‘  요하게 고려

되지 않음’, 5=‘매우 요하게 고려됨’의 5  척

도로 선택속성의 정도를 측정하 다.

3) 구매동기 

Gwon TS․Go JY은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 선택동기  이용 행태에 한 연구에서 선

택동기를 이용편리성, 음식동기, 경제 가격 등

으로 요인화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라이

스타일에 따른 구매동기는 렴한 가격으로 식사

비에 드는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이용성성, 경
제성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측정항목은 1=
‘  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5=‘매우 요하

게 고려됨’의 5  척도로 구매동기의 정도를 측정

하 다.

4) 재구매의도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의 표 인 선행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Bloemer J․Ruyter K 1998; 
Oliver RL 1993), 고객들은 높은 수 의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에 하여 계를 지속하거나 재구

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Kasper H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구매의

도는 HMR에 한 반 인 만족의 정도로 정의

하고자 한며, 측정항목은 HMR을 장기 으로 이

용할 의사, HMR을 주 에 권유할 의사 등으로 

1=‘  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5=‘매우 요

하게 고려됨’의 5  척도로 재구매의도의 정도를 

측정하 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의 

구매동기, 선택속성  재구매의도에 한 향

계를 악하고자 하 다. 조사 상자는 일반 소비

자로서 백화 이나 형마트  편의  등에서 

HMR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HMR에 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자를 심으로 실시되

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50부를 배포하고 이  320부가 회수된 설문

지 에서 심화경향이 심하거나, 분석에 부 합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314부에 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

성 검증을 실시하고,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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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Item Classification Frequency(%)

Sex
Female
Male

254(80.9)
60(19.1)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e school
University

College
High school

20(6.4)
164(52.2)
95(30.3)
35(11.1)

Age
20-29
30-39
40-49

9(2.9)
71(22.6)
234(74.5)

Working 
days

Five days a week
Six days a week

Others 

223(71.0)
70(22.3)
21(6.7)

Type of 
family

Single
Couple+children

Couple
Parents+couple

Parents+couple+children
Others

34(10.8)
81(25.8)
77(24.5)
67(21.3)
40(12.7)
15(4.8)

Job

Professional
Service/sales

Public official
office/management

Freelancer
Education-related

Self-employed
Others

40(12.7)
57(18.2)
51(16.2)
40(12.7)
55(17.5)
6(1.9)
14(4.5)
51(16.2)

Income

201million～400million
401million～600million

Under 200million 
Over 600million 

Others

128(40.8)
67(21.3)
105(33.4)
11(3.5)
3(1.0)

Ⅳ. 실증 분석

1. 표본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체 응답자는 총 314명  여성

이 254명으로 80.9%를 나타냈고, 남성이 60명으

로 19.1%를 나타냈다. 학력은 4년제 학교 졸업

자가 164명(52.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는 문 학이 95명(30.3%), 고졸 

35명(11.1%), 학원 졸업자가 20명(6.4%)을 차

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9명(2.9%), 
30～39세가 71명(22.6%), 40～49세가 234명
(74.5%)으로 나타났다. 근무 제도를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제가 223명(71.0%)으로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제는 70명(22.3%), 기타 

21명(6.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형태로는 미혼이 34명(10.8%), 부부+자녀가 81
명(25.8%), 부부가 77명(24.5%), 부모+부부가 67
명(21.3%), 부모+부부+자녀가 40명(12.7%), 기타

는 15명(4.8%)으로 구성되었었다. 업종을 살펴보

면 문직 40명(12.7%), 서비스/ 매직이 57명

(18.2%), 공무원 51명(16.2%), 사무/ 리직 40명
(12.7%), 리랜서 55명(17.5%), 교육 6명(1.9%), 
자 업 14명(4.5%), 기타 51명(16.2%)을 차지하

고 있다. 소득으로는 201만원～400만원이 128명
(40.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401만
원～600만원이 67명(21.3%), 200만 원 이하가 

105명(33.4%), 600만원 이상이 11명(3.5%), 기타 

3명(1.0%)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2.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에 한 구성개념

으로서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과 HMR 구매

동기에 한 구성개념으로서 ‘이용성’, ‘경제성’ 
HMR 선택속성에 한 구성개념으로서 ‘HMR 
질’, ‘편의성’에 그리고 종속요인으로 ‘재구매의

도’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시 모수추정방법은 다변량 정

규성을 가정하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 다.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합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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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Item 1 2 3 4 5 6 7
The pursuit of health 1
The pursuit of taste 0.553 1
Usefulness 0.489 0.558 1
Economical efficiency 0.376 0.623 0.774 1
HMR 0.036 0.045 -0.018 0.123 1
Convenience 0.414 0.578 0.612 0.633 0.086 1
Repurchase intention 0.477 0.345 0.293 0.243 0.347 0.439 1

*p<0.05,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otivation, selection attributes, repurchase intention of HMR 
foods by lifestyles

Assessment scale Estimate S.T 
Estimate SE CR

The pursuit of 
health

I have a healthy diet against obesity. 1 0.728
I exercise for health. 1.138 0.798 0.086 13.219
I eat foods for health. 1.158 0.819 0.09 12.919
I spend lots of money on eating out. 0.915 0.656 0.088 10.401

The pursuit of 
taste

I'm fussy about foods. 1 0.754
I like to travel around to eat at famous restaurants. 0.983 0.736 0.082 11.971
I consider nutrition rather than taste. 0.917 0.676 0.086 10.628
I think a sandwich is enough for a meal. 0.623 0.541 0.072 8.659

Usefulness

I have no one to cook at home. 1 0.698
I can save time easily. 1.065 0.651 0.125 8.522
I want to save time and efforts when preparing for meals. 1.076 0.678 0.122 8.811
I clean up after eating meals. 0.93 0.629 0.101 9.245

Economical 
efficiency

It is low and economical in price. 1 0.687
It works best in low price. 1.16 0.775 0.096 12.11
It can make a change in diet and lifestyle. 1 0.765
It is cheaper than cooking at home. 1.211 0.833 0.082 14.717

HMR quality

Delicious 1.175 0.697 0.109 10.745
Various 1.273 0.854 0.084 15.22
Nutritious 0.952 0.637 0.096 9.9
Hygienic 0.956 0.696 0.077 12.422

Convenience

Labor-saving in the course of meal preparation 1 0.858
Reduced time consumption [burden on time] 1.024 0.888 0.05 20.568
Easy accessibility to purchase 1.009 0.874 0.05 20.039
Labor of eating [degree of inconvenience] 0.811 0.72 0.054 14.891

Repurchase 
intention

I'm willing to repurchase. 1 0.835
I'm willing to buy despite its high price. 0.925 0.744 0.07 13.175
I'm willing to continue to use it. 0.911 0.744 0.071 12.786

=505.788, DF=296, p=0.000, RMR=0.041, GFI=0.892, AGFI=0.862, IFI=0.949, TLI=0.938, CFI=0.948

하 다. 다소 원시 인 방법인 값은 자료가 다

변량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표본크기에 향

을 받기 때문에 모형을 과 평가하는 경향이 있

어 합도지수로서 부 하기에 본 표에서는 제

외되었다(Bentler & Bonett, 1980).
따라서 가장 리 사용되고 다변량 정규성에 

덜 향을 받는 일반 합도 지수(GFI : Goodness- 
of-Fit Index)와 조정 합도 지수(AGFI : Ad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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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arameter estimating results for the full study model

PATH S.T. 
Estimate Estimate S.E. C.R. P Result

Usefulness <---
The pursuit of 

health
0.385 0.387 0.087 4.426 *** adopted

Economical 
efficiency <---

The pursuit of 
health

-0.201 0.217 0.088 2.471 0.013 adopted

HMR quality <---
The pursuit of 

health
-0.098 -0.113 0.085 -1.337 0.181 rejection

Convenience <---
The pursuit of 

taste
0.048 0.072 0.101 0.713 0.476 rejection

Usefulness <---
The pursuit of 

taste
-0.086 -0.083 0.078 -1.073 0.283 rejection

Economical 
efficiency <---

The pursuit of 
taste

0.889 0.922 0.114 8.093 *** adopted

HMR quality <---
The pursuit of 

taste
0.807 0.898 0.107 8.352 *** adopted

Convenience <---
The pursuit of 

taste
0.651 0.928 0.117 7.963 *** adopted

Repurchase 
intention <--- Usefulness 0.038 0.046 0.073 0.62 0.535 rejection

Repurchase 
intention <---

Economical 
efficiency

-0.12 -0.134 0.112 -1.2 0.23 rejection

Repurchase 
intention <--- HMR qualituy 0.299 0.312 0.098 3.165 0.002 adopted

Repurchase 
intention <--- Conveniences 0.471 0.382 0.061 6.229 *** adopted

※ ***：p<0.01, **：p<0.05, *：p<0.01

ed Goodness-of-Fit Index)  원소 간 평균차이

(RMR : Root Mean square Residual)와 모델의 간

명성을 평가하는 지수인 간명성 합도 지수(PFI 
: Parsimony goodness-of-Fit Index)를 나타내었다. 

합도 평가를 한 기 으로 GFI와 AGFI는 일

반 으로 0.90이상이 되면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

하며, 0.95이상이 되어야 최 의 모형으로 평가한

다. RMR의 경우 0.05이하이면 모형의 간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GFI와 AGFI값
이 0.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IFI, 
TLI, CFI값이 0.90을 상회하고 있고, RMR과 

RMSEA값이 0.05이하로 설정되어 본 연구모형은 

한 모형으로 단된다. 

3. 각 요인간의 상 계분석

측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요인별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표 3>
에 나타내었다. 각 요인에 한 검정 결과 유의수

 1%하에서 모두 유의하므로 각 요인을 통해 

련 모형의 방향성과 상 인 향력의 크기를 

알 수 있어 측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라이 스타일의 설명변수인 건강추

구형, 미각추구형, 이용성, 경제성, HMR 질, 편의

성의 외생변수와 그리고 재구매의도인 내생변수

의 확인  요인 분석 결과를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  가설을 검증하 다.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구 모형에 

한 AMOS 분석 결과 χ2=582.705, df=310, p=0.000
으로 나타난 가운데, GFI(0.881)가 권고지수를 만

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MR(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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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0.933), TLI(0.923)  CFI(0.932) 등의 합도

지수가 권고지수를 상회하고 있어 반 인 구조

모델의 합도 기 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가설 검증

가설 1 : 라이 스타일은 HMR 구매동기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이 스타일과 HMR 식품 구매동기, 선택속

성, 재구매의도에서 설정한 체 12개 가설에 

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표 4〉와 같다. 체 

12개 연구 가설 에 t값의  값이 1.645미만

으로 나타난 5개를 제외한 7개 가설이 채택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배병렬 2007).
가설 검증을 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 

향 요인인 라이 스타일의 하 차원인 건강추구

형, 미식추구형, 매개 요인인 HMR의 구매동기 

이용성, 경제성 그리고 선택속성의 HMR 질, 편
의성 그리고 재구매의도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건강추구형은 이용성(t=4.426, p<0.01), 
경제성(t=2.471, p<0.05)에서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각추구형은 경

제성(t=8.093, p<0.01)에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라이 스타일은 HMR 선택속성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추구형은 HMR 질(t=-1.337, p>0.10), 편의

성(t=0.715, p>0.10)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각추구형은 경제성

(t=8.093, p<0.01), HMR 질(t=8.352, p<0.01), 편의

성(t=7.963, p<0.01)에 유의한 정의(+)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 HMR 구매동기는 재구매의도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MR 식품 구매동기의 하 차원인 이용성

(t=0.620, p>0.10), 경제성(t=-1.200 p>0.10)에서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 HMR 선택속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MR 선택속성의 하 차원인 HMR 질

(t=3.165, p<0.01), 편의성(t=6.229, p<0.01)에서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 구매동

기와 선택속성이 재구매 의도에 어떠한 향 계

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여 향후 가정 체식

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하

고자 하 다.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450부를 배포하고 이  

384부가 회수된 설문지 에서 심화경향이 심

하거나, 분석에 부 합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

고 362부에 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

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제
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공분산 구조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라
이 스타일의 건강추구형은 이용성, 경제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각추구

형은 이용성, 경제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각추구형은 경제성, HMR 질, 편의성

에 유의한 정의(+)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HMR 구매동기의 하 차원인 이용성, 경

제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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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MR 식품 선택속성의 하 차원인 

HMR 질, 편의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제시하면 첫

째, 라이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HMR의 편리성

에 한 소비자의 건강추구, 미각추구를 높이고 

동시에 HMR 제품의 품질과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된 HMR 제품을 필요로 하

는 시 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에서 HMR 제품을 생산하는 식

품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 된 건

강추구, 미각추구가 향상된 HMR의 품질 리와 

제품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 상태  

음식의 외  즉, 색상, 포장, 재질 그리고 양

으로 우수한 제품과 가정에서 만든 것과 같은 음

식의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렴

한 가격으로 최상의 효과를  수 있으며, 식사 

비과정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시

간을 약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HMR의 편의성과 가격 등을 고려하다 보

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사용으로 건

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양 으로 

우수하고 외 과 생상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친숙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넷
째,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

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표본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HMR 푸드를 상으

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는 라이 스타일에 따른 HMR의 구매

동기와 선택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합한 마  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

째, 라이 스타일의 건강 추구형은 이용성, 경제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각 추구형은 이용성, 경제성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각 추구형은 경제

성, HMR의 질, 편의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HMR 식품 구매동

기의 하  차원인 이용성과 경제성이 재구매 의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HMR 식품 선택속성의 하  차

원인 HMR식품의 질과 편의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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