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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효조미료 안전에 관한 선정적인 언론 보도

이후 MSG 안전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발효조미료에사용되는 MSG는자연식물에서발
효시키고, 동식물과인간몸에서도생성되는안전
첨가물이다(MFDS, 2010).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
여전세계식품관리기관에서도안전식품첨가물

로인정하고있고, MSG 안전에의혹을제기한학
술적 연구 결과는 대부분 부적절한 실험으로 지

적되거나, 다른 실험을 통해 반박되었다(J. Lee, 
2008). 그러나 MSG가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는
학술적결과와정부식품안전기관의발표에도불

구하고, MSG 안전에관한 소비자의의혹이좀처
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 실체나 정부기관의

공언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근대와 달리 현
대에서는과학적진실규명의한계와인간인지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Lee Y 2010; 
Lee H & Lee Y 2007; Hwang Y et al 2009,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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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13). 
식품안전과건강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커져

감에따라조미료시장에서도발효조미료의인기

가점점하락하고, 발효조미료의대체재로서천연
재료만을사용하여만든자연조미료의인기가상

승하고있다. 최근가공조미료의시장매출규모를
보면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조미료가 500억
원대로, 복합조미료의 약 700억원대, 발효조미료
의 450억원대와 비교하면 이미 발효조미료 시장
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계속 성장 추세를 보이
고있다. 이는통해최근국내조미료소비자들의
친환경조미료에 대한 선호와 관심 정도를알 수

있다(Kim H 2014). 
이와같은조미료시장에 대한외부환경의변

화에도 불구하고, 조미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MSG 사용에 대한 인식 연구(Choi J et al 2005; 
Jung H & Jung N 2009; Kim Y et al 2013)에그치
고있고, 최근시장에서인기를얻고있는자연조
미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특히 조미료
제조업체나 외식업체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마

케팅을위하여자연조미료의구매를결정짓는요

인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조미료의등장과인기의가장큰원인으로

는 최근 건강을 우선하는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

를들수있다. 경제적으로어려운시기에는저렴
한가격이 제일순위로볼 수있지만, 경제가성
장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서 맛을 추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식품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경

향을보이게 된다(Hong S 2011; Lee H 2008), 자
연조미료는 발효조미료의 품질이나 기능을 향상

시킨 제품이 아니라, MSG 불안에기인하여 친환
경과 건강우선을 강조한 발효조미료의 대체제로

서시장에서기능한다고보아야한다(Kim H 2013). 
따라서 MSG 안전에관한지식과식품안전태도가
자연조미료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

다. 그리고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식품선택과외
식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Chae S 1992; 
Hong S 2011; Lee B 2012). 따라서식생활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연조미료 구매 여부가 달라질

수있다. 본연구는자연조미료구매경험에영향
을 미치는 이와 같은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여조미료제조업체나외식업체의효율적인마케

팅 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미료 분류 및 시장 현황

우리식탁에자주등장하는식품첨가물로는조

미료나 소금 또는후추 등맛을 돋구는 향미증진

제로부터식감을내기위한착색료까지다양하게

있다. 이중음식점이나가정에서가장많이사용
하면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식품

이 조미료이다. 흔히 MSG가포함된조미료를화
학 또는인공조미료라고하고, 최근 MSG의안전
논란에 힘입어 시장에 새로이 등장한 친환경적

조미료를 천연조미료라고 하는데, 본연구에서는
국내 조미료 시장 현황을 분석한 Kim H(2014)의
연구의 정의에 따라 조미료를 크게 발효 조미료, 
복합조미료, 자연조미료로 구별하였다. 발효조미
료는 흔히 말하는 MSG(글루탐산나트룸)에 핵산
을혼합한조미료로 ‘미원’이가장대표적인제품
이다. 복합조미료는 발효조미료에 향신료나식품
원료를 첨가하여 가공한 조미료로 ‘다시다’, ‘맛
나’ 등이 있으며, 자연조미료는 자연원료로만 제
조한조미료로원물조미료로불리면시장에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맛선생’, ‘산들애’, ‘연두’ 등
이 있다(Kim H. 2014). 한편, 천연조미료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등한가지원료로만구성된조미
료로 자연조미료와 구별한다. 
현재조미료시장의매출점유현황을 2011년부

터 2013년까지살펴보면복합조미료, 자연조미료, 
발효조미료 순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여 주고 있

고, 복합조미료는 2011년약 750억원에서 2012년
약 730억원, 2013년 약 630억원으로 계속감소하
고 있고, 자연조미료는 2011년 약 520억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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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약 530억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13년
460억원으로매출이 떨어졌다. 2013년매출하락
은샘표의신제품인 ‘연두’가향신기능외에건강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인식되어 자연

조미료 분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연두’는
2013년에 추정 연매출이 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 성장하였는데, 이 제품을 자연조미료에 포
함하면 자연조미료 매출은 계속 증가세로 볼 수

있다(Kim H 2014). 발효조미료의 매출액 변화를
보면 2011년에 약 460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490억원으로상승했다가 2013년에는 약 410억원
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자연조미료의
인기는우리나라에만한정된것이아니라, 국이나
찌개 등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요리가 인기가

있는아시아에서는전반적인현상인것으로나왔

다(Kim J 2004).  

2. MSG(Mono Sodium Glutamate) 안

전에 관한 지식

MSG 안전에 관한 의혹이 커지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MSG가 안전하다는 일련의 자료를
발표하였다(MFDS: www.mfds.go.kr). 식품의약안
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MSG 안전에 관한 지식은
크게세분류로나눠볼수있다. 첫째는 MSG 물
질에관한지식이고, 둘째는우리나라및각국가
의 MSG 안전규제에 관한 지식이며, 마지막으로
MSG 안전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지식이다. MSG 
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SG는사탕수수, 사탕무, 해초류등자연의산

물에서 발효해 얻는다. 따라서 MSG는 천연에서
채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MSG는 유제품, 육
류, 어류, 채소류와같은 동식물성단백질식품에
는 천연으로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도 생성된다
(MFDS, 2010). 한편, MSG는일본, 한국, 미국, 유
럽 등 전 세계적으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

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가보장하는 1일 섭취
허용량이적용되지 않는안전 식품이다. 또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MSG는 섭취량을 제한하
지 않은안전한첨가물로발표하였다. MSG 안전
에관한가장유명한연구결과가중국음식증후군

인데, 이는 MSG가포함된중국음식을먹은후나
타나는가슴압박, 메스꺼움, 두통등의현상을의
미한다. 이에 대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화요리
증후군은 음식 섭취 후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시과민반응으로, 과학적으로 MSG와상관관계
가없는것으로검증되었다. 또, MSG가뇌손상이
나 발암 또는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모두실험관찰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
되거나 학술적으로 반박되어 과학적으로 검증되

지 않는 결과로 밝혀졌다(Lee J 2008).

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식품안전은 ‘식품이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인 요소로부터 보호된
상태’로 말하는데(Koç & Ceylan 2009), 식품 그
자체나 식품에 함유된 첨가물질이 인체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태
도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 관심 또는
식품선택시식품안전에대한선호정도로볼수

있다(Yoon Y 201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크
게 주관적 식품안전지식과 객관적 식품안전지식

에 영향을 받는다. 객관적 지식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제품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말하며, 주관
적 지식은제품군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지

각하는 자기평가지식(self-assessed knowledge)을
의미하는데(Park, Mothersbaug & Lawrence 1994), 
주관적 지식은 소비자가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

는가를인지하는것이므로, 의사결정을하는데있
어 제품에 대한 정보탐색 가능성이나 구매 성향

을 예측하는 데는 주관적 측정이 객관적 측정보

다 더 낫다고 보고 있다(Flynn, Ronald, & Gold-
smith 1999).
학술적으로안전하다고판정이나고, 세계식품

안전기구나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규정한다고 해

서 소비자가 그 식품을 안전하다고 인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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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대표적인예가MSG 안전논란이다(Yoon 
Y 2013). 식품첨가물이나 GMO 식품 등은 섭취
부작용이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이런조미료류에대한식품안전을과학적

으로엄밀하게검증하기위해서는장기간에걸쳐

대규모 연구대상자를 추적, 관찰하여야 한다. 더
구나 장기간의 연구진행 과정에 수많은 외부 요

인들의 간섭효과가 있어 이를 통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 유해성 검
증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인식을 가지기

힘들다(Yoon Y & Kim G 2013). 또한, 과학적 실
체와는관계없이소비자는언론매체나주변의경

험담을더신뢰할수있다. 따라서소비자가인식
하는식품위험의정도는과학적실체와동일하다

고생각할수없다(Lee Y 2010; Hwang Y et al 2009). 

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자원의 결합 또는
개개의활동이암시하는하부심벌로부터합성된

복합 상징(Lazer 1963)’ 또는 ‘생활 또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특성(Engel et al 1978)’으로 정
의할수있다. 한편, Moor(1963)는가족라이프스
타일에초점을두어가족구성원이어떠한상품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가지는 생각 등
은그들의라이프스타일에맞게결합시켜가는것

이라 정의하였다. Seo W & Baek J(2006)은라이
프스타일은 개인문화, 사회집단, 가족 등의 영향
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
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로 인식하였다. 
식생활은인간이생존하기위해필수적으로취

해야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취향과기호, 역사적, 문화적취향이반영
되어 있어 하나의 생활양식(lifestyle)으로서의 문
화현상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식생활라이프
스타일은 경제성장, 소득 증가, 도시화, 근대화, 
삶의질요구, 기술개발등다양한사회경제적인

외적요인에 의해 계속 변화해 가기 때문에, 복잡
한 현대인의 구매성향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

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식품이나 외식시

장에서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결정하는 중요요소

라 보고 있다. 
Grunert 등(1993)은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을 이

해하기 위해 Food-related Lifestyle(FRL)이라는
식생활 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도구를 개발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의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파리, 런던, 코펜하겐등 유럽의 3개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적 교차 비교를 하였고, 음
식과 관련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요인을 쇼핑, 
고품질관여도, 음식준비형태별, 사용상황별, 잠재
적요구등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국내에서
도 이 개념에 따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형태 간의 관계를 다른 후속연구들이 계속 진행

되어 오고 있다(Chae S 1992; Hong S 2011; Lee 
B 2012).

5. 구매경험

구매의도는 무언가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의

지를뜻하며, 따라서구매의도는소비자의예상된
또는계획된미래행동을의미하는것으로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으로 정의된다(En-
gel et al 1998). 소비자들은 선택 대상에 대한 의
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감정은 호의적인 평가

를, 부정적인 감정은 비호의적인 평가를 하게 함
으로써일관되게선택대상에대한의도에영향을

주기때문에, 소비자평가가호의적일수록구매의
도와구매확률은높을것으로가정하고있다(Sch-
warz & Clore 1983). 구매의도는구매직전에측정
된다면 구매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측정치가 될

수 있다(Song M 2013). 자연조미료는 현재 조미
료시장에서초창기이기때문에, 소비자가가격과
맛, 그리고 조리기능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자연조미료의높은가격이나불
확실한 맛과 조리기능과 같은 실제 구매 행동에

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구매의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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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고려되지않을수가있다. 이런경우, 설
문조사에의한구매의도는구매행동에대한좋은

측정치라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구매
의도대신구매경험을자연조미료를직접한번이

라도사본경험이있는것으로정의하고, 구매의
도대신구매경험을연구모형의종속변수로선택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최근 조미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자연조미료 시장을 분석

하기 자연조미료 구매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가 없는 점
에서탐색적방법을택해자연조미료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독립변수 요인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가설을 설정하였다. Kim H 
(2014)의연구에따르면현재조미료시장의유통
채널을분석하면자연조미료의주유통경로는대

형 할인점과 체인대형 슈퍼마켓(SSM)인 것으로
나왔다. 대형 할인점과 SSM이 대도시에 위치하
고, 이용자의 나이가상대적으로젊고, 학력이 높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통계 변인이 자연조미

료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im 
H 2014). 본연구에서는인구통계변인으로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외식빈도, 식생활지출비등
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H1. 인구통계변인별로 자연조미료 구매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
 

MSG 안전 지식이높은 사람이 식품안전에대
한관심이높은집단으로볼수있고, 기존의발효
나복합조미료보다더안전하다고느껴지는자연

조미료를 더 선호하고, 반대로 MSG 안전지식이
낮은사람은식품안전에둔감하고, 그래서기존의
싼발효나복합조미료을관습적으로사용할가능

성도 있다. 

가설 H2. MSG 안전지식은 자연조미료 구매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친환경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Lee H 2008; Lee B 2012; 
Song M 2013). MSG 안전에 관한지식이 충분하
지 않아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경우, 자연조미
료의 높은 가격과 불확실한 맛과 기능에도 불구

하고, 자연조미료를구매하여시도해볼가능성이
있다. 따라서다음과같은가설을세울수가있다.

 

가설 H3. 식품안전태도는 자연조미료 구매경

험에 영향을 미친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다양한 식생활

습관과 식품 구입, 외식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Choe S 1992; Lee H 2010; Hong S 201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중새로운식품을추구하는사람이

나건강이나친환경식품을중시하는사람일수록

자연조미료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가설 H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연구가설에 따라 연구모형을 도형화하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척도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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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외식빈
도, 식생활지출비로 설정하고, 범주형 척도로 측
정하였다. MSG 안전에 관한 지식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배포한자료를근거로 MSG 물질지식
5개문항, MSG 안전규제지식 3개문항, MSG 안
전학술지식 5개문항등총 13개질문으로구성하
였다. 식품안전태도는 Flynn, Ronald & Goldsmith 
(1999)과 Pieniak, Aertsens & Verbeke(2010)이개
발하고, Kim C & Kim G(2000), Yeon Y(2013) 연
구에사용된 설문문항을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

정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Kesic & Piri- rajk 
(2003), O'Sullivan, Scholdere & Cowan(2005) 등
이개발하고, Hong S(2011) 연구에서사용된설문문
항을참조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식품탐구형, 건
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등 4개하위영
역으로나눠, 식품탐구형은 4개문항, 건강추구형
은 4개문항, 미각추구형은 5개문항, 편의추구형은 
4개문항등총 16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식품
안전태도와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모두 Likert 5
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로 코딩하여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은인터넷설문조사회사에

의뢰하여전국에 20세 이상 성인 중본인이 조미
료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3일
부터 3월 10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363명을 대상
으로실시하였다. 설문지내용에는비자연조미료
인 발효와 복합조미료의 설명과 대표 프랜드, 자
연조미료의 설명과 대표브랜드를 자세히 소개하

여 설문응답자가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응답에서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이

다. 자료처리를위하여측정도구의신뢰도와타당
도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
적일치도를알아보기위해 Cronbach's α값을구하

였다. 연구모형가설검증을위해인구통계변인별
로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하여 Pearson χ2 검증을 하고, MSG 안
전지식, 식품안전태도,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자
연조미료구매경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

해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일반적 특

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한 표이다. 표에 의하
면전체 363명중남자가 58.1%, 여자가 41.9%로
나왔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2.1%로가장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4.1%로 나왔다. 학력별로
보면대학졸업자가 43.0%로가장많았고, 그다음
으로전문대졸업자가 27.5%, 대학원이상학력자
가 15.7%, 고졸 이하 학력자가 13.8%,로 나왔다. 
결혼상태별로 보면미혼이 66.7%, 기혼이 29.8%,
로 나왔고, 외식빈도별로보면월 2회가 30.6%가
가장많았고. 식생활지출비를보면월 50만원미
만이 33.9%로 가장 많았다. 

2.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Table 2>는연구변수측정도구의신뢰도와타
당도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고, Cronbach 
값을구한결과이다. 요인분석시요인적재값추
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방식을 택하였
고, 회전은 varimax 방식을택하였다. 부적절한설
문문항제거기준은요인적재값 0.5/0.4로하였다. 
분석결과, MSG 안전지식에서각 구성개념에해
당하는 설문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으로 나왔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고유값은 모두
1.0 이상, 5개의요인이설명하는전체변동설명
력은 55.749%로 50% 이상으로 나와 MSG 지식
질문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는양호한것으로나

왔다. 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의 Cron-
bach 값은 MSG 물질지식과 MSG 안전규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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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11 58.1

Female 152 41.9

Age

20s 189 52.1

30s 88 24.2

40s 65 17.9

50s 21 5.8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of high school and less 50 13.8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100 27.5

Graduated from university 156 43.0

Graduate school and more 57 15.7

Marriage status

Single 242 66.7

Married 108 29.8

Divorced or separation by death 13 3.6

Frequency of eating out

One time each 2∼3 months 52 14.3

One time each month 86 23.7

Two times each month 111 30.6

One time each week 75 20.7

Over two times each week 39 10.7

Food expenses

Less than 300 thousand won 106 29.2

Less than 500 thousand won 123 33.9

Less than 700 thousand won 47 12.9

700 thousand won and more 87 24.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식은 0.6 이상으로 나왔으나, MSG 학술지식은
0.6 이하로 나와 질문도구의 내적일치도는 약간
낮게 나왔다. 특히 학술지식은 일반인이 쉽게 접
근하기힘든정보이기때문에내적일치도가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대상 변수 기초 분석

<Table 3>은연구대상변수의기술통계와상관
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MSG 물질지식은 4점 만
점에평균 2.20, MSG 안전규제지식은 3점만점에
1.87, MSG 학술지식은 3점 만점에 평균 1.08로

나왔다. 식품안전태도는 5점만점에평균 3.45, 식
생활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식품탐구형이 평균

3.71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미각추구
형이 평균 3.65, 건강추구형이 평균 3.18, 편의추
구형이 평균 2.43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상관관
계에서는 MSG 하위변인간에는 모두정(+)의유
의적인상관관계가 있었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의 하위변인 간에는 미각추구형과 편의추구형을

제외하고는모두유의적인상관관계가있었다. 식
품안전태도는 MSG 안전규제지식과 MSG 학술지
식을 제외한 다른 변인과 모두 유의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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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Sub 

construct
Questionnaire 

item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Total 
variance 

KMO,
Bartlle

Cronbach 


Knowledge 
on seasonings

Material

Fermentation in nature 0.712

2.054 20.504

KMO=
0.683

Bartlle=
806.416***

0.680
Chemical seasoning 0.704

Created from human body 0.703

Exist in the nature 0.664

Regulation

Globally accepted as additives 0.532

1.966 40.508 0.603Safety guaranteed by WHO 0.803

Safety guaranteed by MFDS 0.832

Scitific 
argument

Chinese food syndrome 0.508

1,524 55.749 0.523Brain damage 0.774

Allege 0.818

Attitude to food safety

Knowledge about safe food 0.779

2.877 57.541

KMO=
0.809

Bartlle=
586.324***

0.812

Purchase safe food 0.648

Believe my food safety 0.822

Selecting safe food 0.757

Interest in food safety 0.775

Food
lifestyle

Food 
explore

Like to cook 0.714

2.871 17.944

KMO=
0.714,

Bartlle=
2,306.131***

0.854
Try a new cooking method 0.864

Seek a new method 0.881

Try foreign cooking method 0.812

Health 
pursue

Particular about healty food 0.771

2.704 34.805 0.794
Health or natural food 0.767

Consider nutrition 0.721

Consider content, ingredient 0.744

Taste
pursue

Consumption for eating life 0.693

2.290 49.158 0.641

Gourmet restaurant 0.725

Priority on taste 0.531

 Expensive food/dish 0.602

Prefer eating out 0.551

Convenience
pursue

Prefer instant food 0.802

2.191 62.849 0.721Buy cooked food 0.832

Cooked food as regular meal 0.659

* p<.05, ** p<.01, *** p<.001.

<Table 2> Analysi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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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terial Regulation Academic Attitude Food Health Taste Convenience Experience

Material 1

Regulation 0.26*** 1

Academic 0.26*** 0.22*** 1

Attitude 0.24*** 0.17*** 0.11 1

Food 0.24*** 0.07 0.01 0.46*** 1

Health 0.05 0.09 0.05 0.49*** 0.3*** 1

Taste 0.08 0.18*** 0.06 0.25*** 0.22*** 0.16** 1

Convenience 0.07 0.2*** 0.08 —0.18*** —0.12* —0.19*** 0.06 1

Experience 0.09 0.15** 0.05 0.29*** 0.25*** 0.13* 0.07 —0.03 1

Mean 2.20 1.87 1.08 3.45 3.71 3.18 3.65 2.43 0.73

SD 1.35 1.05 0.89 0.63 0.87 0.78 0.58 0.79 0.11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s with technical statistics of variables of study subjects 

관계가있는것으로나왔다. 자연조미료구매경험
은 MSG 안전규제지식(p<.01), 식품안전태도(p< 
.001), 식품탐구형(p<.001), 건강추구형(p<.05)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자연조미료 구매경험과 구매의도간의

관계

자연조미료 구매경험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보기위해교차분석을하였다. 자연조미료구매경
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구매의도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66.7%로나온반면, 구매경험이있는사람
중에서구매의도가있는사람은 93.9%로매우높

Category Classification
Purchase intention

χ2 value P value
No(n=49) Yes(n=314)

Purchase 
experience

No(n=99)
33 66

45.865 0.000***
(33.3) (66.7)

Yes(n=264)
16 248

(6.1) (93.9)

* p<.05, ** p<.01, *** p<.001.

<Table 4> Association between purchase experience and purchase intention

게 나왔다. 즉, 자연조미료구매경험이있는 사람
의재구매의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왔다(<Table 
4>). 

5. 연구가설 검증

1) 인구통계 변인별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차이 분석

<Table 5>는인구통계변인별로자연조미료구
매경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하

여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서 χ2= 
15.621(p<.001), 학력에서 χ2=18.462(p<.00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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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lassification No Yes χ2 

Gender
Male 41(19.4) 170(80.6)

15.621***
Female 58(38.2) 94(61.8)

Age

20s 63(33.3) 126(66.7)

7.512
30s 17(19.3) 71(80.7)

40s 14(21.5) 51(78.5)

50s 5(23.8) 16(76.2)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of high school and less 23(46) 27(54)

18.462***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23(23) 77(77)

Graduated from university 47(30.1) 109(69.9)

Graduate school and more 6(10.5) 51(89.5)

Marriage status

Single 73(30.2) 169(69.8)

3.695Married 22(20.4) 86(79.6)

Divorced or separation by death 4(30.8) 9(69.2)

Frequency of 
eating out

One time each 2∼3 months 22(42.3) 30(57.7)

10.610*

One time each month 26(30.2) 60(69.8)

Two times each month 25(22.5) 86(77.5)

One time each week 14(18.7) 61(81.3)

Over two times each week 12(30.8) 27(69.2)

Purchase
experience 

Less than 300 thousand won 34(32.1) 72(67.9)

11.552**
Less than 500 thousand won 41(33.3) 82(66.7)

Less than 700 thousand won 12(25.5) 35(74.5)

700 thousand Won and more 12(13.8) 75(86.2)

* p<.05, ** p<.01, *** p<.001.

<Table 5> Natural seasonings purchase experienc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식빈도는 χ2=10.610(p<.05), 식생활지출비에서는
χ2=11.552(p<.01)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
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성향이높게나왔고, 학력별에서는전반적으로학
력이 높은 층이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성향이 높

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외식빈도가 높은 계층이. 
식생활지출비가 높은 계층이, 즉 소득이 높은 집

단의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성향이 높게 나왔다. 

2)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MSG 안전지식이자연조미료구매경험에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6). 분석결과, MSG 안전규제지식이
B=0.291(p<.05)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
었으나, MSG 물질지식과 MSG 학술지식은 자연
조미료 구매경험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MSG 안전규제지식의 오즈비는 1.338로 MSG 안
전규제지식지식정답이하나상승할수록자연조

미료 구매경험 확률이 1.338배로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식품안전태도가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B=0.114(p<.001)로유



발효조미료 대체제로서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11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Wald P value Exp(B)
—2 Log 

likelihood

MSG safety 
knoweldge

Material 0.089 0.093 0.916 0.338 1.094

416.172Regulation 0.291 0.118 6.067 0.014* 1.338

Academic 0.011 0.142 0.006 0.937 1.011

Attitude to food safety 1.114 0.217 26.406 0.000*** 3.048 394.338

Food life style

Food-explore 0.588 0.149 15.510 0.000*** 1.801

401.463
Health 0.290 0.172 5.154 0.038* 1.336

Taste 0.062 0.220 0.377 0.777 1.064

Convinence —0.002 0.164 0.000 0.989 0.998

* p<.05, ** p<.01, *** p<.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on purchase experience of natural seasonings

의적인정(+)의 영향력이있었다. 즉, 식품안전태
도가 상승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의 가능성

도유의적으로상승하는것으로나왔다. 오즈비는
3.048로 식품안전태도 한단위 상승할 때마다 자
연조미료 구매경험 확률은 3.048배 상승하는 것
으로나왔다. 식품탐구형에서는 B=0.588(p<.001), 
건강추구형에서는 B=0.290(p<.05)로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유의적인정(+)의영향력이있었으나, 
미각추구형나 편의추구형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즉, 식품탐구형이나 건강추구형 성향이
강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의 가능성은 유의

적으로상승하는경향이있었다. 오즈비는식품탐
구형은 1.801, 건강추구형은 1.336으로 식품탐구
형 한 단위 상승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확

률은 1.801배상승하고, 건강추구형한단위상승
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확률은 1.336배 상
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Ⅴ. 결 론

최근 MSG 안전 논란에 힘입어 천연재료만을
사용하여만든자연조미료의인기가점점높아져

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자연조미료구매경험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조사하여조미료시장에서

최근의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탐색적분석을실시하였다.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 
MSG 안전에 관한지식, 식생활안전태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설정하였다. 조미료를직접사본
경험이있는성인 363명을대상으로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응답자 363명중 72.7%에해당하는

264명이 자연조미료를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93.9%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구매의도가 있었
다. 이는 현재 자연조미료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재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보아자연조미료의인기가일시적인현상

이 아닌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자연조미료 구
매경험이없는사람은전체응답자의 27.3%인것
으로 나왔는데, 이 중 자연조미료 구매의도를 가
진사람은 66.7%로나왔다. 자연조미료구매경험
은 없지만 구매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연조미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변인은 성별, 학력, 외식빈도, 식생활지
출비등으로나왔다. 정리하면남성이, 학력이높
을수록,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 및 별거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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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식빈도나식생활지출비가높은집단, 즉, 고
소득집단일수록자연조미료구매경험이높은것

으로나왔다. 남성이높게나온것은인터넷조사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30대 고학력
자인남성의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아자연조미

료구매경험이높게나온반면, 저소득여성주부
의 경우는 조미료 가격 차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기존의발효조미료사용을고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자연조미료의마케팅대상집단을대도시

고소득층이나젊은층을목표로하는것이효율적

으로 보인다. 
셋째, MSG 안전지식에서 MSG 안전규제지식

이 높을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MSG 물질지식은 정답
율은 55%, MSG 학술지식은 36.0%로 무작위로
선택한 경우보다 약간 높거나 오히려 낮게 나왔

다. 따라서 MSG 물질지식과 학술지식은 사실상
MSG 안전지식을 측정하기 힘들다고볼 수있다. 
이에반해 MSG 안전규제의정답율은 62.3%로어
느정도 MSG 안전지식을측정한다고볼수있다. 
MSG가 안전하다고 여길수록발효조미료 소비를
고수할가능성이높다는게일반적인상식이라볼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런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실증결과로볼수있다. 이는다음과같이
해석될수있다. MSG 안전규제에관심이있는사
람은식품안전에관심많은사람이기에조금이라

도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천연조미료를 구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안전규제지식과식품안전태도, 또식품
안전태도와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간에 유의적인

정(+)의상관관계가 나온점에서 확인할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중

요한 사실을 암시하고있다. MSG의 안전성을열
심히 홍보해도 기대하는 소정의 효과를 얻기 힘

들다는것을 암시한다. 즉, 자연조미료가더안전
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하면 가격과 맛에서 큰 차

이가나지 않으면 발효조미료 구매를 더 이상 고

수할가능성이 없고, 발효조미료에서 자연조미료

로 소비를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넷째, 식품안전태도가 양호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이 유의적으로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자연조미료의안전성과친환경성을더강

조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광고전략을 세

워야 한다. 
다섯째, 식생활라이프스타일중 식품탐구형이

나 건강추구형이 강할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

이유의적으로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자연조미
료가 시장진입기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효

조미료와자연조미료를대한구별이뚜렷하지않

는소비자집단이있다. 이집단을대상으로자연
조미료의 신선함과 건강성을 강조하는 홍보전략

이 효율적이라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학력이 높거나 기혼

집단,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또 식품안전
에 관심이 많거나 새로운 식품을 시도하기를 원

하는 집단일수록 자연조미료 구매경험이 높아지

고, 또자연조미료를경험한집단의재구매의도도
매우 높고, 자연조미료를 경함하지 않는 집단의
구매의도도 60%를 상회해 앞으로 자연조미료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

다. 또한, MSG에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 집단의 소비경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으

로보인다. 따라서이런소비자의소비경향에발
맞춰 자연조미료제품 개발과 홍보에더 큰 노력

을기울여야치열한조미료경쟁시장에서생존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외식업체의경우자
연조미료를사용하여업체홍보에적극적으로이

용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는인터넷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였

기 때문에젊은 층과 남성의표본 비율이 상대적

으로높게나왔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를해석
하는데상당한주의가필요하다. 자연조미료의구
매경로중가장큰곳인대형마트를직접방문하

여 소비층이 가장 큰 여성 주부들임을 가정하여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차후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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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남긴다. 한편, 발효조미료와 자연조미료를
정확하게구별하지못하고설문에응답할가능성

도있다. 설문지내용에발효조미료와자연조미료
에 대한 설명과 대표브랜드를 적고 사진을 첨부

하여 설문응답자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으

나 아직 정확한구별을하지 못하고 응답할가능

성이있어이에따른편의(bias)가존재할수있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

발하기 위해식품산업이나 레스토랑을 돕는 천연

조미료의 경험을 구매 유도 인자를 찾아내는 것

이다. 다음과 같이 연구의결과 및 시사점요약 될
수 있다. 먼저, 성별, 교육 수준, 외식 빈도, 또는
식생활 지출비에 따라 천연조미료 구매경험사이

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둘째, MSG 안전 지
식 중안전 규정에 대한지식은 천연조미료의 구

매경험에부정적인 영향을미쳤다. 셋째, 식품 안
전에대한태도는자연조미료의구매경험에긍정

적인 효과가 있다. 넷째, 식품탐구형이나 건강추
구형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일수록

천연조미료의 구매 경험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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