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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는 소비 형
태뿐만아니라,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큰
변화를가져온다(Ban J 2008; Lee B 2012). 이중
가장대표적인것이식생활스타일에서의변화이

다. 최근식생활의변화와가공기술의발전에따
라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
국인의식품소비량중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율

을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여가선용, 레저 붐과 시
간을 절약하면서 간편한 조리를 원하는 주부의

의식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의 소비는 갈수록 증

가하고 있다(Hong S 2011; Kim H 2014).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로써 오래

전부터 국민의 사랑을 받아와 우리의 입맛에익

숙해진 ‘미원’은 가장 대표적인 가공조미료이다. 
과거 농어촌 지역에서 집에서 직접 장을 숙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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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food lifestyle of customers affects MSG usage at 
restaurants an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ustomer attitude to food safety us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by Baron & Kenn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
llows. First, customers a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food-explore group, taste-oriented group, health-ori-
ented, convenience-oriented group, and tradition-oriented group. Second, the convenience-oriented group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nd the health-oriented group and tradition-oriented group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preference for MSG use at restaurants. Third,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the 
convenience-oriented group and the tradition-oriented group between their food lifestyle and preference for 
MSG at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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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연조미료나천연첨가물을요리에사용하였

으나, 경제개발과더불어도시화가급격하게이루
어짐에따라 집에서 장을담그는일이 쉽지가 않

게되었다. 이때일본에서도입된 MSG는주부들
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한국음식 조리에 없

어서는안되는필수적인식품첨가물이되었다. 더
구나최근여성들이사회진출의증가, 주5일근무
제에 따른 여가와 취미 활동의 증가, 젊은 층과
독거 노인층의 증가는 가공식품 사용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Gil G 2013; Yoon Y 2014; 
Kim H 2014). 
최근가공조미료의시장규모액을살펴보면친

환경조미료인자연조미료가 500억 원대로, 복합
조미료의 약 700억 원대, 발효조미료의 450억원
대에 비교하면 국내 조미료 소비자들의 친환경

조미료에 대한 선호와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다

(Kim H 2014). 이와같은조미료시장에 대한 외
부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 MSG에관한 연구
는 대부분 MSG 사용에대한 인식 연구(Choi J․
Jeon H․Hwang D․Nam H 2005; Jung H․Jung 
N 2009; Kim Y․Kim Y․Jo H 2013)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관한국내 연
구를살펴보면한식(Kim K 2010), 쌀(Lee H 2010), 
제빵(Song H 2005), 와인(Yim Y․Yoon H 2006), 
가공식품(Hong S 2011), 외식행동(Ban J 2008), 
웰빙인식(Lee B 2012) 등 다양한 식품을 대상으
로 외식태도와 인식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MSG 이용
이나선호 간의관계에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

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에 대한소

비자의 선호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간에관계를규명하는데있다. 또, 최
근환경과건강, 그리고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
의 관심 증대의 초점을 맞춰 식품안전태도를 조

절변수로 설정하여 식품안전태도가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과 레스토랑 MSG 사용에 대한 선호도
간에어떤역할을하는지실증적으로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와 레스토랑이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식생활 인식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또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

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개념은 사회학자인
Max Weber에의해경제적관계에따른부르주아
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분류 위에 지위그룹(status 
group)이라는새로운개념을첨가한것이그근원
으로 알려져 있다(Lee M 1992). 이후 1960년 말
심리학자인 Adler(1969)가 라이프스타일을 현대
적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나, 특정집단이나 계층이
공유하는 집단적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 치유 목

적으로발전시킨개인적차원의개념이라는한계

가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처음으

로 정의를 내린 사람은 Lazer(1963)였다. 이후 많
은 연구자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하게 정의하

였는데, Lavy(1963)는생활자원의다양한결합또
는 개개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부 심벌로부터 합

성된 복합 상징이라 보았고, Moor(1963)는 가족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두어 가족구성원이 어떠

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가지
는 생각 등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결합

시켜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Engel 등(1978)은 사람이 생활 또는 시간과 돈

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써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

는중요한인적특성이며, 개인문화, 사회집단, 가
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
로개인의가치체계나개성의파생물로, 라이프스
타일이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이라 정의하

면서라이프스타일이소비행동에영향을주는중

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Seo W․Baek J 2006). 
Yim Y(2006)는 라이프스타일을 생존자형,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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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형, 소속지향형, 경쟁지향형, 성취지향형, I- 
AN-ME형, 경험자형, 사회사업형, 종합형 등의 9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등, 1970〜80년대에 들어
와서는라이프스타일은보다통합된개념으로정

의되고,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Moor 1963). 따라서라이프스타일을
사회전체또는특정부분이지니고있는차별적이

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의 행동 양식에 따라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지

닐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는객관적인의미를지니는복합적인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Seo S․Kim J․Keom Y 
2005).
라이프스타일이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

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소비자 시장
이 발달되고, 소비자의 가치, 선호가 다양화되고
개성화 되면서 소비자 개별의 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것이전보다훨씬어려워지기때문이다

(Yoo B․Hwang J 2013). 식생활은인간이생존하
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행위일 뿐만 아

니라, 개인또는집단의다양한취향과기호, 역사
적, 문화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일종의 생활양
식으로서의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 
소득증가, 도시화, 근대화, 삶의질요구, 기술개
발 등현대 산업사회의특징은 식품산업 및식품

가공 기술의 발달, 외식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현대인의 식생활 취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
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식생

활의패턴을급속도로변화되고있다. 전통고유음
식을선호하는기성세대와달리젊은세대에서는

맛의 서구화, 선진국형 가공식품의 선호, 인스턴
트식품의 선호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Baek 
B․Lee B 2006).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가

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나 식품첨가물을 많

이사용하는외식업체의입장에서는소비자의라

이프스타일을분석하는것이소비자집단의분류

(segmentation)에서 가장 선행해서 분석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Grunert 
(1993) 등은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을 이해하기 위
해 Food-related Lifestyle(FRL)이라는 식생활 관
련라이프스타일의측정도구를개발해새로운관

점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의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파리, 런던, 코펜하겐등유럽의 3개도시를대
상으로 문화적 교차 비교를 하였고, 음식과 관련
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요인을쇼핑, 고품질관
여도, 음식준비형태별, 사용상황별, 잠재적 요구
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대한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Chae S(1992)는 요인분석을 통해
건강고려형, 서구적 간편추구형, 충성추구형, 미
각우선고려형의 4가지로구분하였다. Lee H(2010)
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가공식품 소

비태도에관한연구에서는요인분석을통하여식

사 관리형, 미각추구형, 식품탐험형, 웰빙추구형, 
편의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도시 주부를 대상으
로가공식품구매형태와만족도에식생활라이프

스타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Hong S(2011)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식품탐험형, 
편의추구형, 미각추구형, 안정성추구형, 습관적
식품추구형 등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2.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으
로섭취하는것을제외한모든음식”을말하며, 이
에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및그가공품뿐만아
니라, 물, 술, 소금까지도 포함한다. Noh J(1989)
는 식품안전을 “식품이 사람의건강에 위해를 주
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보증”이라고
정의하고있다. 따라서식품안전은식품그자체, 
또는 첨가물로서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물질인 인체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에식품위생법, 농
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법률을 통
하여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유통을확보할 수있

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와 모니터링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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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양한식품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고있다. 또
한, GAP, HACCP인증, 신고 또는 허가된 영업활
동에 대한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

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고 하는 경험에

의한 편향이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으로 특
정대상에대해좋고나쁜감정또는대상에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Aaker 1991). 이와 같
이 태도는 실체와 별개로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

적인 인지에 기초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생산
과유통과정에대해직접적으로감시하고통제하

기가불가능하기때문에, 식품생산과유통과정보
다 식품첨가물이나 GMO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실체에더큰관심을가지고있다. 그러나
GMO 식품등은인체에대한위험성이바로노출
되지 않고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어 상당기간

지나서그위험성이나타난바있다. 따라서장기
간 동안 연구대상자를 추적, 관찰하지 않는 이상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결과에대한 신뢰가 떨

어질수밖에없고, 이에따라소비자의안전에대
한 태도도 매우 불확실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 MSG 유해성 논란이다(Yoon Y 2014). 
과학적 실체와는 관계없이 소비자의 소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인지또는인식이다. 소비자가식품첨가
물에대한 올바른 인지와인식을가지려면그 식

품첨가물의안전성에대한사실적지식이있어야

하지만 식품첨가물 유해성 검증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지와 인

식을 가지기 힘들다(Lee H 2008; Yoon Y․Kim 
K 2013). 따라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나 또는 그 재료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의 입장에

서는과학적실체나진실과관계없이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어떻게변하는 가에 대

해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MSG(Mono Sodium Glutamate)

우리나라에서는 조미료를양념(藥念)이라불러

왔는데, 한자의이름에서볼수있듯이, 양념은음
식에 맛을 더해주는 것을 넘어서 음식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주어 음식이 약처럼 몸에 이롭기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감칠맛을
내는 MSG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8년 이케다 기
쿠나에가 다시마를 삶은 국물에서 글루탐산나트

륨을 분리해낸 것이 시초이다. 그후 감칠맛 성분
의하나인이노신산은 1847년 J. F 리비히에의하
여가다랑어를끓여우린국물에서발견되었으며, 
표고버섯에 함유된 구아닐산은 1898년 영국에서
핵산분해 물로부터 얻어냈는데, 이것들은 효모핵
산을 추출하여 그것을 효소 처리하거나, 녹말을
재료로미생물을써서발효시키는방법으로만들

어내고 있다(Gil G 2013). 그 이후 MSG의 맛은
일본에서부터 ‘umami’로표현되기시작하였으며, 
이는식품첨가물의형태로다양한가공식품에이

용되었다.
식품첨가물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품

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에 첨가 또는 혼합

하는물질로맛을돋우는향미증진제로부터식품

에 색을내는 착색료까지 식생활에큰 비중을차

지하고 있는 물질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라 함
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에 따라 사
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FAO와 WHO의
식품첨가물 합동전문위원회(JECFA, Joint FAO 
and 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식품의외관, 향미, 조직또는저장성을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보통 미량으로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이같이 향미증진제, 감리료, 착

색료, 보존료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데, 이 중
우리나라에서 ‘미원’으로 대표되는 MSG는 향미
증진제에 속한다. MSG는 일본에서 처음 우리나
라에 소개된 후, 매일 식사 조리와 레스토랑에서
인기리에 사용되어 왔지만, MSG의 안전성 문제
가지금까지논란의대상이되어왔다. 최근 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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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쥐에 과량 주사하였을때 뇌조직의 손상이 일

어났다는 연구 결과나 MSG를 과량 섭취하였을
때 소수 사람에게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 일

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소위 중국 음식 증후군

(Chinese restaurant syndrome)에대한연구를발표
되는등 MSG의유해성에관한여러가지논란이
계속되어 있다(Gil G 2013). 

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인 평상시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레스토랑의 MSG 사용선호도에미치는
영향과식품안전에대한태도의조절효과를검증

하기위해먼저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요인분석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식품탐험형,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
형, 고유추구형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소비자의 식품선택이
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Ban J(2008)은 여성소
비자를 대상으로 식사태도, Kim K(2010)는 한식
소비행동, Park J(2011)은 실버층의 외식동기와
외식업체 선택요인, Lee B(2012)는 웰빙의식과

또 이에 따른 외식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식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

다. 따라서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 MSG 사용선
호도에도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즉, 새로운
맛을추구하거나미각을많이따지거나, 편의함을
추구하는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가진사람은레

스토랑MSG 사용에둔감하거나, 선호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식생활에서 건강을 많이 따지거나 한
국고유음식습성에젖어있는사람의경우, 레스
토랑의 MSG 사용에대해거부감이가질수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H1-1: 식품탐험형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건강추구형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미각추구형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편의추구형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고유탐험형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rk M(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중
82.4%가 식품첨가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
였고, 이 중 과반이 그 이유로 화학물질로 인한
알수없는불안감을지적하였다. 이와같이식품
안전성에 대한 태도가 MSG 사용 선호도에 영향
을 미칠 수가 있다. Lee B(2012)는 웰빙 인식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외식행동의도간에조절

효과가 있다고분석하였고, Hong S(2011)는 가공
식품에대한인식이도시주부의식생활라이프스

타일과 가공식품 구매 형태 간에 조절효과가 있

다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다음과같이식품안
전에 대한 태도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MSG 
사용선호도간에조절효과가있다는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식품탐험형
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건강추구형
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3: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미각추구형
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4: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편의추구형
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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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5: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는 고유추구형
과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의두연구가설을종합하여간략하게연구모

형을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척도

본연구에서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사람이먹

는 것과 관련되어 식품에 대한 구매행태나 식품

을소비하는사람들의유형이나성향으로정의하

였다. 설문문항은 Kesic, Piri-rajk(2003), O'Sulli-
van, Scholdere, Cowan(2005) 등이 개발하고, Se-
ung H(2005)과 Hong S(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
상품구매태도, 관행적태도, 식사구매행동, 식사계
획및식사형태, 편의식구매빈도, 유기농식품, 제
품의질적인면, 조리방법등총 38문항으로구성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나는새롭고, 색다른식품
이 나오면 즉시 사서 먹는다’, ‘나는 다른 국가에
서온음식을좋아한다’, ‘나는음식을먹을때영
양가를고려하는편이다’, ‘나는음식선택에있어
서 맛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나는 다양한 맛을
원해매번식단을바꾸는편이다’, ‘나는백화점이
나 슈퍼에서 조리가 된음식을 자주 구매하는 편

이다’ 등이 있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그렇다’=5로 코딩하여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식품안전태도는 ‘식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과

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식품안전 위해요인 및전

반적인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관심정도와경

험정도, 그리고관련지식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
가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평가’로 정의하였다. 설
문문항은 Flynn & Ronald, Goldsmith(1999)과 Pie-
niak & Aertsens, Verbeke(2010)이개발하고, 그리
고 Kim. C․Kim. K(2000), Yoon. Y(2014)의연구
에 사용된설문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하였다. ‘나는 안전한 식품을 고를 자신이 있다’, 
‘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안전
한 식품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

다’, ‘나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많다’, 
‘사람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내 설명을 신뢰한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 5
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로 코딩하여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는 외식업체에서

MSG를 사용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은 Hong S(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에대한선호, 맛느낌, 천연조미료와의
맛과 위생 비교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인공조미료를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공조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있다’, 
‘집에서못느끼는맛을즐길수있다’, ‘천연재로

Food-related lifestyle

Preference for MSG 
use at restaurants 

Food-explore 

→Health 

Taste 

Convenience

↑Tradition

Attitude to food safety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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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보다맛이깔끔한것같다’, ‘천연재료사
용 시 보다 위생적인 것 같다’ 등 5개 문항이다.. 
척도는 Likert 5점척도로 ‘매우그렇지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5로 코딩하여 평균값을 측정값
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을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인천, 부천, 
고양, 안양등수도권의 5개도시에서 4개프랜차
이즈 레스토랑 가맹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
세이상성인 400명을대상으로 2014년 9월 10일
부터 10월 4일까지 25일간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는 조사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응답 방식에

대하여충분히설명한후, 조사원의책임하에설
문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400부중 390부가회수되어회수율은 97.5 
%로나왔다. 이 중부적절한 응답하여 분석이불
가능한 12부를제외한총 378부를대상으로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5.0이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설문도구의신뢰도와타당도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고,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연구
모형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식

품안전에태한태도의조절효과를검증하기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일반적 특

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한 표이다. 표에 의하
면전체 378명중남자가 58.7%, 여자가 41.3%로
나왔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30.2%, 40대가 18.8%, 50대
가 12.4%, 60대이상이 1.6%로 나왔다. 학력별로

Category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22 58.7

Female 156 41.3

Age

20s 140 37.0

30s 114 30.2

40s 71 18.8

50s 47 12.4

60s more than 6  1.6

Academic background

Graduation of high school and less 49 13.0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 108 28.6

Graduated from university 178 47.1

Graduate school and more 43 11.4

Preferred restaurants

Korean restaurant 171 45.2

Chinese restaurant 22  5.8

Buffet 32  8.5

Others 153 4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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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대학졸업자가 47.1%로가장많았고, 그다음
으로전문대졸업자가 28.6%, 고졸이하학력자가
13%,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11.4%로 나왔다. 선
호하는 레스토랑에서는 한식당이 45.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기타가 40.5%, 뷔페가 8.5%, 
중식당이 5.8%의 순으로 나왔다. 

2.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Table 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설문도구의

신뢰도와타당도분석을위하여요인분석을하고, 
Cronbach α값을 구한결과이다. 요인분석시요인
적재값 추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t)방식을
택하였고, 회전은 Varimax 방식을택하였다. 부적

Questionnaire
Food explore 

type
Health 
type

Taste 
type

Convenience 
type

Unique
type

Cook of like 0.880

New recipes to try 0.879

Find new ways to spring 0.766

Recipes to try foreign 0.713

Food unbalanced diet for health 0.838

Health food, natural foods frequently used 0.829

Nutritional considerations 0.789

Contents, ingredients considered 0.515

Many spent on eating habits 0.700

Restaurants found 0.697

First taste 0.609

Expensive good food / food purchases 0.578

Famous food purchases 0.569

People prefer eating out 0.546

Instant food preferences 0.848

Cooked food often purchase 0.837

Bread, milk and meals resolved 0.738

Eat foods that do not want to see 0.724

Other countries use the restaurant 0.711

Other countries prefer food 0.689

New products distrust 0.599

Eigenvalues  3.116  2.760  2.529  2.258  2.235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14.837 13.142 12.043 10.751 10.644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14.837 27.979 40.022 50.773 61.418

Cronbach α  0.874  0.783  0.720  0.784  0.698
* p<.05, ** p<.01, *** p<.001.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ietary lifestyle questionnair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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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설문문항제거기준은요인적재값 0.5/0.4로
하였다. 분석결과각요인의요인적재값은모두
0.5 이상으로나왔고, 각요인에해당하는 고유값
은모두 1.0 이상, 5개의요인이설명하는전체변
동설명력은 61.418%로 50% 이상으로나와,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의 Cronbach α값은모두 0.6 이상으로나
와설문도구의내적일치도도양호한것으로나왔

다. 
한편, 식품안전태도와 레스토랑 MSG 사용 선

호도는단일척도이므로요인수는한개로제한하

였다(Table 3). 요인분석결과, 식품안전태도와레

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왔고, 고유값도 식품안전태도는
3.173,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는 1.991로 모
두 1.0 이상, 변동설명력은 각각 63.458%, 66.361 
%로모두 50% 이상으로나와식품안전태도와레
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양호한것으로나왔다. 또 Cronbach α값
도식품안전태도는 0.854, 레스토랑 MSG 사용선
호도는 0.745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와, 각 구성
개념에 해당하는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는 양호

한 것으로 나왔다. 

3. 연구대상 변수 기초 분석

Food safety attitude Restaurant processed seasoning used rating

Questionnaire Factor Questionnaire Factor

Knowing a lot about safe food 0.836 Chemical seasoning taste good when added 0.857

Food shopping experience safe 0.832 Like the addition of MSG to foods 0.804

Others have confidence in my food safety 0.788
Convenient for chemical additives added 

during cooking
0.781Select your own safe food 0.768

Interest in food safety 0.756

Eigenvalues 3.173 Eigenvalues 1.991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63.458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66.361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63.458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fluctuations 66.361

Cronbach α 0.854 Cronbach α 0.745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ood safety attitudes and restaurants use MSG rating survey tool

Division Variable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ranking

Food 
lifestyle

Food-explore 1.00 5.00 3.35 0.92 1

Health 1.00 5.00 2.95 0.77 4

Taste 1.33 4.67 3.30 0.58 2

Convenience 1.00 5.00 3.04 0.87 3

Tradition 1.00 4.75 2.69 0.69 5

Attitude to food safety 1.00 5.00 3.25 0.72 .

Restaurants use MSG preference 1.00 5.00 3.11 0.80 .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i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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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연구대상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의한순위등기초기술통
계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식품탐험형이 평균 3.35로 가장 높
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미각추구형이 평균 3.30, 
편의추구형이평균 3.04, 건강추구형이평균 2.95, 
고유추구형이평균 2.69의순으로나왔다. 식품안
전태도는 평균 3.25,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는평균 3.11로 ‘보통이다’보다조금높게나왔다. 
각연구대상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

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정리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식품탐험형, 건강추구형, 미각추구
형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편의추구형은 건강추구형과 r=—0.33(p<.001), 
식품안전태도와 r=—0.29(p<.001)로유의적인부
(—)의상관관계가, 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와
는 r=0.24(p<.001)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
가있었다. 또, 고유추구형은식품탐험형(r=—0.43), 
건강추구형(r=—0.10), 미각추구형(r=—0.35), 식
품안전태도(r=—0.22), 레스토랑 MSG 사용선호

도(r=0.18)로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식품안전태도는 식품탐험형(r=0.48), 건강
추구형(r=0.47), 미각추구형(r=0.31)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는 건강추구형(r=—0.18)로 유의적인 부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연구가설 검증

<Table 6>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한결과이다. 분석결과, 편의추구
형은 b=0.173, t=3.631(p<.001)로 유의적인 정(+)
의 영향력이 있었고, 건강추구형은 b=—0.159, 
t=—2.850(p<.01), 고유추구형은 b=—0.175, t=
—2.742(p<.01)로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
었다. 즉, 편의추구형의 성향이 강할수록 레스토
랑 MSG 사용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지지만, 
건강추구형의성향이강하거나, 고유추구형의 성
향이 강할수록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가 유
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설

Variable
Food-

explore 
Health Taste Convenience Tradition

Attitude to 
food safety

MSG 
preference

Food-explore
1
(.)

Health 
0.25
(0***)

1
(.)

Taste
0.44
(0***)

0.17
(0)

1
(.)

Convenience
—0.06
(0.224)

—0.33
(0***)

0
(0.924)

1
(.)

Tradition
—0.43
(0***)

—0.1
(0.042*)

—0.35
(0***)

—0.01
(0.911)

1
(.)

Attitude to food 
safety

0.48
(0***)

0.47
(0***)

0.31
(0***)

—0.29
(0***)

—0.22
(0***)

1
(0***)

MSG preference
0.09

(0.067)
—0.18

(0)
0.1

(0.053)
0.24
(0***)

—0.18
(0)

—0.03
(0.50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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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of the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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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H1-4, H1-5는채택되고, 가설 H1-1, H1-3은
기각되었다. 표준회귀계수를보면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에미치는영향력은편의추구형이가

장컸고, 그다음으로건강추구형과고유추구형의
순으로 나왔지만 건강추구형과 고유추구형은 차

이가거의없었다. 모형통계량을보면독립변수와
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와의상관관계는 0.330
이고모형의적합도를측정하는결정계수는 0.109
로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 변동의 10.9 %를
설명하였고, 수정 결정계수는 0.097, 모형의유의
도는 F=9.082(p<.001)로 모형은 유의적으로 나왔
다. 
한편, 식품안전태도의조절효과를 검증하기위

해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위계적회귀분
석시다중공선성문제를제거하기위해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종속변수를표준화하였다. 식품
라이프스타일이 독립변인으로 들어간 1단계에서
는 결정계수는 0.109, F=9.062(p<.001)로 모형은
유의적으로 나왔다. 조절변수인 식품안전태도가
추가된 2단계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의 추가적 투
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는 0.1%, F=0.109(p>0.05)
로 조절변수의 추가적 투입에 따른 유의적인 설

명력의증가는없었다. 식품라이프스타일과식품
안전태도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

모형에서는상호작용항의추가적투입에따른설

명력 증가는 1.2%, F=2.070(p<.005)로 상호작용
항의 추가적 투입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왔다. 구
체적으로 편의추구형에서 b=—0.094, t=—1.974 
(p<.05), 고유추구형에서는 b=—0.107, t=—1.982 
(p<.05)로 유의적인 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Table 7). 즉, 식품안전에 대한태도의 강경한 사
람이 아닌 사람보다 편의추구형이나 고유추구형

이 강할수록 레스토랑 MSG 사용 선호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
설 H2-4와 H2-5는 채택되었고, 가설 H2-1, H2-2, 
H2-3은 기각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식품 안전
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될 경우, 편의추구형이나
고유추구형의사람들이레스토랑 MSG 사용에대
한불만족에대한영향력이더커질수있다는것

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라이프스타일의 연구가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

유는라이프스타일은개인의재화와서비스의구

매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성향별

타켓마케팅을원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중요한

개념이된다. 본연구에서는식생활라이프스타일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regression 

coefficients
t value p valueRegression 

coefficients
Standard error

Constant 3.151 0.421 0 7.488 0

Food-explore 0.053 0.051 0.061 1.032 0.303

Health —0.159 0.056 —0.153 —2.850 0.005**

Taste 0.061 0.076 0.044 0.793 0.428

Convenience 0.173 0.048 0.189 3.631 0.000***

Tradition —0.175 0.064 —0.152 —2.742 0.006**

Model statistic
R R2 Adjustment R2 F value p value

0.33 0.109 0.097 9.08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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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Effect of lifestyle restaurant on preference for MSG use at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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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스토랑의 MSG 사용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
는영향을분석하였다. 또, 최근환경과건강에대
한 사회적 관심에 맞춰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레

스토랑의 MSG 사용 선호도 간의 유의적인 조절
작용이있는지검증하였다. 이를위하여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성인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추구형의성향이강할수록레스토랑

의 MSG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아
지지만, 건강추구형, 고유추구형의성향이강해지
면 레스토랑의 MSG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
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식품안전태도는 편의추구형과 고유추구

형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레스토랑의 MSG 
사용에대한선호도간에유의적인부(—)의조절
효과가 있었다. 즉, 식품안전태도의 양호한 집단
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편의 추구형이나 고유

추구형이강할수록레스토랑 MSG 사용선호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연구의결과의시사점을다음과같다. 첫째, 

편의추구형은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을 선호하
지만 건강추구형과 고유추구형은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연조미
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레스토랑은 건강추
구형과고유추구형취향의고객을우선표적집단

으로 삼아몸에 좋다든가 또는 한국고유의 맛을

내고있다는점을강조하여야한다. 한편, 레스토
랑에서 MSG 사용을 선호하는 편의추구형, 또는

Independent variables
1 Step 2 Step 3 Step

B t  B t  B t 

Constant 0.000 0.000 0.000 0.000 —0.02 —0.363

Explore food type 0.061 1.032 0.051 0.820 0.057 0.897

Health type —0.153 —2.850** —0.162 —2.822 —0.148 —2.528

Taste type 0.044 0.793 0.041 0.732 0.049 0.859

Accessible type 0.189  3.631*** 0.193 3.642 0.186 3.494

Unique type —0.152 —2.742** —0.151 —2.736 —0.141 —2.514

M 0.028 0.436 0.01 0.159

Explore food type*M 0.043 0.711

Health type*M 0.013 0.271

Taste type*M 0.015 0.29

Accessible type*M —0.094 —1.974*

Unique type*M —0.107 —1.982*

R2 0.109 0.110 0.122

F value   9.082***   7.583***  4.626***

ΔR2 0.001 0.012

F value 0.190 2.070*

* p<.05, ** p<.01, *** p<.001. 
M: Attitude to food safety.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 to food safety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4호(2015)98

특별한 선호가 없는 식품탐구형이나 미각추구형

고객을위하여천연조미료의맛과향취를개발하

고, 조리과정도 개선하여 고객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고, 빨리시간내에음식서비스를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또, 편의추구형과 고유추구형은 식품안전태도

가 유의적인 부(—)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이
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이더강화될수록편의추구형이나고유추구형의

사람들도 레스토랑 MSG 사용에 대한 불만족이
커져갈수 있다는 것을의미하기때문에 이집단

의변화에더큰관심을가져야한다. 특히편의추
구형이강해질수록레스토랑의 MSG 사용에대한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지지만, 식품안전에 대
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강화되면 이 집단의 사람

도 레스토랑에서 MSG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
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MSG가 아닌 친환경천연 조미료의 사용은개
별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농어촌산업의활성화에도움을

주고, 순기능으로사회의친환경자연을조성하여
국민 건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다. 따
라서 정책적으로 친환경 천연 조미료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따라야 하고, 기업도 소비자
의 맛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친환경 천연조미료

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대도시의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

로 일반화할 수 없다. 또, 맛과 향취에 까다로운
소비자가 아니라면레스토랑에서 MSG를 사용하
는지, 아니면천연조미료를사용하는지관심이적
고, 또쉽게식별할수없기때문에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에 대한 선호도 평가에서 편의(bias)가
존재할수있다.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에 영향
을미치는요인으로식생활라이프스타일뿐만아

니라,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역 등다양한 인구
통계적변인이존재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소
비자 입장에서 MSG 사용에 관해서 연구를 하였

지만, 조미료 조제업체나 MSG를 사용하는 레스
토랑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
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한글 초록

이연구의목적은고객의식생활라이프스타일

이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을조사하고, Baron & Kenny가제시한위계적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식품 안전에 태도의 조절 효

과를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식품 탐험형, 미

각 추구형, 건강 추구형, 편의 추구형, 고유 추구
형으로 5 개그룹으로분류된다. 둘째, 편의추구
형은 레스토랑에서 MSG 사용 선호도에 정(+)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건강추구형과 고유추구형은
부(—)의유의적인영향력이있었다. 셋째, 식품안
전태도는 편의추구형과 고유추구형에서 레스토

랑 MSG 사용 선호도 간에 유의적인부(—)의 조
절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식품안전태도, 
MSG(Mono Sodium 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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