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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식이 세분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

정에서 식사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통방식으로 식사를 하

기 보다는 반조리, 완전조리 식품, 배달 음식 등을 구입해서
가정에서 먹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Oh, 

2016). 1인 가구와 맞벌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다양화 된
라이프스타일 등의 사회적 변화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

하는소비문화를형성하면서식품업계에서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Park, Woo, Kim, Lee, & Cho, 2016). 한국의 HMR 시장은
2010년 7,700억 원에서 2015년 1조 5,000억 원의 규모로 매
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The Korean Financial Tim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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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 of Home Meal Replacement (HMR) selection 
attributes on attitude and repurchase intention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brand trust 
between attitude and re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surveyed the customers who have purchased HMR 
in Seoul and Gyeonggi area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5, 2017 to October 25, 2017.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37 copies 
were collected. Of these, 228 copies were used as valid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convenience of the HMR selection attribut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and food quality 
and packaging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Second, attitude toward HM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Third, brand trust played a moderating role between HMR attitude and 
repurchase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HTM　companies to understand consumers' attitudes 
and consumption behaviors accurately by recognizing the selection attributes that consumers consider 
important By gaining strong brand trust, companies could increase re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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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은 일반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간편하게
음식을 준비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유형의 가

정식 대체식품을 의미하며, 간편식, 편의식품으로 불리기도
한다(Ju, 2012). 현대 사람들의 요리의 편리성과 시간절약에
대한 요구에 의해 HMR 음식이 발달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고 선호도 또한 증가시켰으며,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물
가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식습관

은 점차 사라지고, 간편성, 편의성, 실용성을 추구하는 라이
프스타일이 일반화 되고 있다(Choi, 2012). 그러나 오늘날 소
비자들은 HMR에 대해시간절약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반면, 
건강과 영향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며, 단순히 식사의 개념을
벗어나 고품질 음식이면서 새로운 식사 대용품으로의 요구

를가지게되었다(Jang, 2009). 이렇게 HMR에대한다양한요
구들에대해 기업은 소비자들이 HMR 구매 시 중요하게생
각하는 선택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여 소비자들

의태도와소비행태를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브랜드도 함께 구매한다. 

특히 불황기 소비자들은제품구매 시매우 신중하고 이성적

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확실성과 모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며,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인 브랜드에 대한 의
존도도 증가하게 된다(Oh, 2014). 즉, 같은 제품의 성능이라
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 인지도, 신뢰에 따
라 소비자들은각자 맘에 드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이어간다. 따라서 HMR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속
성에 의해 선택을 할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긍정적인 태도
가 형성된 후지속적인재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브랜

드에대한신뢰가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본다. 특히, 치열
한 경쟁과 발전 속에서 외식 산업의 기술 격차는 점차 없어

지고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외식․식품․유통 업체들

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HMR의 신 시장으로서의 시장 차별

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HMR 산업의 발전에 따라 HMR에 관한 다양한 연

구도 늘어나고 있다(Kim, Lee, & Youn, 2014; Park, Oh, Jang, 
Yoon, & Cho, 2016; Chung, Lee, & Yang, 2007; Jung, Lee, 
& Cho, 2015; Ju, 2014; Yang, Kim, & Kim, 2016; Park et al., 
2016). 이러한 기존의 HMR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
학적 변수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HMR 제품의 선택속성, 
만족도, 구매의도, 행동의도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들을통해 HMR 소비 실태 및소비자 태도에 대해 이해도
를높일수있다. 그러나 HMR 선택속성과태도및재구매의
도와 브랜드 신뢰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HMR 제품에

대한 선택속성과 태도 및 재구매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HMR 제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HMR 제품
중에서 재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중

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HMR
에 대한태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브랜드 신뢰가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
의 HMR에 대한 선택속성 및 태도를 파악하여 기업들은 효
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며, 브랜드 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지속적
인 구매를 유도하는 브랜드 관리 전략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HMR 선택속성

HMR(Home Meal Replacement)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Grier(2001)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상점에서 준비된 음식이나
소비자가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거나 거의 준비할 것이 없

는 음식이라 정의하고 있다(Park, Kim, & Yang, 2015). Gib-
son(1999)은 HMR을 점포 외의 소비를 위해 가정식 형태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식사로, 기존 즉석 편의식
품 시장(ready-to-eat convenience food market)에서의 체계 중
가장상위에위치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우리나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HMR을 사전 준비가 필요 없이
소비가 가능한 즉석섭취식품(Ready to Eat), 조리가 되어 있
어 간단한 가열 후 취식이 가능한 상품인 즉석조리식품

(ready to heat) 및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있는 신선편의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요리를 위해 최소한
준비된 상태로 일부 또는 전체요소들의 완전요리가 필요한

즉석요리식품(Ready to Cook)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Park 
et al., 2015).
특히 HMR 선택 시 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선택속성(se-

lection attributes)은 상품에 관한 이용고객의 태도에 대한 것
으로 고객이 상품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특

성이다(Kim, 2010). 이러한선택속성은고객이상품에대한선
택 여부를 결정하는데있어서 선호하는 것과구매하는것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품의 속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다른

속성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Kong, 2007). 
또한 선택 속성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유, 무형의 특
징 중 실제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Lewis, 
1981), 한제품이어떤속성수준을갖는지의여부는그제품
에 대한소비자의 선호도나 재구매의도와 같은 긍정적인 소

비자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Kotler, Bowen, & Ma-
ke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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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2005)은 HMR 구매고려 요인을 음식의 질, 외관 및
포장, 편의 및 신뢰성, 접근성, 친근성, 긍정적 경험, 실리성
으로 구분하였으며, 음식의 질과 편의구매태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편의 및 신뢰성과 친근성은 편의
구매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oo(2012)는
HMR 제품속성을 음식의질, 제품포장, 제품편의성, 제품 신
뢰성, 긍정적 경험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HMR 제품속성이
제품태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 
(2017)는 HMR 선택속성을 안전성, 사용, 정보, 선택, 자체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사용(맛, 조리방법, 조리시간, 용량, 포
장형태, 유통기한 포함)요인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매개
로 소비자 만족과 구매의도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속성들은 판매 시점에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
치며, 신상품 개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Ulrich, & Gotelli, 2007).    

2.2. 태도 

태도(attitude)는 소비자가 특정한 대상을 바탕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경향을 말한다(Fi-
shbein & Ajzen, 1975). 그 후 Fishbein과 Ajzen(1980)은 태도
를 주어진 사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으로 반응하거나 응답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태도는 특정 기업, 브랜드, 제품 등 반드시 어떤 대상과

관련되어지며, 개인의 신념, 감정, 행동의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Rosenberg와 Hovland(1960)는 태도의 구
성요소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1950년대 후반까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이며, 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사람의모든감정이나정서로 긍적적 혹은 부정적 느낌이며,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이다(Lee, Ahn, & Ha, 
2009).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소비자는제품속성에대한신념에의해태도를형성하고, 태
도를 바탕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학습이론을 토대로 소비자의 제품속성 신념과 태도형성과

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다속성 태도모델(multiattri-
bute attitude model)에 의하면, 각속성에 대한소비자의평가
에 의해 대상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Lee et al., 20099). 이
러한 태도는 어떤 상표를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

을 미쳐 소비자들이 가장 호의적으로평가한 상표를 선택한

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0). 또한 만족 또는 불만
족의 감정반응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경험의 일부로 저장되

어 대안에 대한 그의 신념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만족한경험은 신념과 태도를강화시켜재구매의 가

능성을 높게 한다(Seo & Kim, 2004). Yoo(2012)와 Han & 

Lee(2017)의 연구에서 HMR 제품태도는 행동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2.3. 재구매의도 

재구매 의도(repurchase intention)는 특정 제품의 과거 구
매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구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고객이 미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
을 말한다(Mackenzie & Lutz, 1989). 재구매는 반복적으로 재
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나 경쟁업체들의 유

인 전략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고객의 태도가 행동
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측면

에서 지속적인 방문행위나 추천의사 등에 대한 측정이고객

의 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Lee, 2010). 또
한 재구매의도는 실질적인 재구매행동과 연관성이 있으며, 
구매 경험의 평가를 근거로 재구매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소비자가 향후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을 말한

다(Lee, S. I., 2011).    
특히, 애호도가 높은 기존 고객은 더 많은 양을 빈번하게

구매하며, 경쟁기업들의 가격유인전략에도 민감도가 낮아
높은 가격에도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할 뿐만 아니라, 긍정
적인 구전효과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고 기업의 이익증

대에 큰 역할을 한다(Reichheld & Sasser, 1990). 이렇게 제품
구매후 평가의 만족여부에따라태도에영향을미치며, 태
도는다시재구매의도에영향을미친다(Oliver & Swan, 1989; 
Bitner, 1990).

2.4. 브랜드 신뢰 

브랜드신뢰는호의적인태도가유사성이나불변성이라는

측면에서일정한기간동안나타날때존재하는개념으로특

정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Anant-
chart, 1998). 브랜드 신뢰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믿음으로제품구매 전에의사결정을위해 제품의 브랜

드에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구매 전 제품의 정보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신뢰하는 브랜드를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한다(Chaudhuri & Holbrook, 2001). Lee, J. S.(2011)는 스
포츠용품기업에 관한연구에서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신

뢰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태도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Han(2017)은 HMR 브랜드 신뢰가 구매의도와 브랜
드 충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긍정정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충족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재구매의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HMR의 치열한 경쟁 시장측면에서 볼 때, 기업들은 HMR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뿐만 아니라, 재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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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키는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HMR 선택속성이 태
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신뢰가 태도와 재

구매의도 간 조절역할을살펴보기 위해 다음과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 1: HMR 선택속성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태도는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3: 브랜드 신뢰는 태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조절역할

을 할 것이다.  

3.2.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HMR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
로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15일부터 10
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
포하여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228부를 유효한 자료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인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과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3.1. HMR 선택속성 

본연구에서는 HMR에대한선택속성을소비자들이 HMR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Lee, Park, & Cho, 2011)로 정
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Kang, Kim과 Lee(2008), Lee, 
Park과 Cho(2011), Chung(2005), Park 등 (2015), Yang 등(2016)
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11문항을 5점

Fig. 1. Research model.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태도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HMR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갖는 반응(Han & Lee, 2017)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Fishbein & Ajzen(1980), Yoo(2012), 
Han & Lee(2017)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재구매의도

본 연구에서는 HMR을 구매한 경험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다시 구매하려는 가능성(Lee, Park, & Cho, 2011)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Oliver와 Linda(1981), Macken-
zie와 Lutz(1989), Lee 등(2011), Seo, Choi, & Lee(2011), Yoo 
(2012)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 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4. 브랜드 신뢰

본연구에서는 HMR에대한브랜드신뢰를소비자가 HMR 
브랜드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믿으려는 의지(Han, 2017)
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Oh(2014), Han(2017)의 연
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총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연구의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성별은남자 89명(39.0%), 여자 139명(61.0%)으로나타났고, 연
령은 20～29세가 102명(44.7 %), 30～39세가 76명(33.4%), 40
세 이상이 50명(21.9%)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146명(64.0%), 기혼이 82명(36.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한최종학력은고졸이 47명(20.6%), 전문대가 90명(39.5%), 대
학이 64명(28.1%), 대학원이 27명(11.8%)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이 72명(31.6%), 회사원이 75명(32.9%), 자영업
이 21명(9.2%), 전문직이 39명(17.1%), 주부가 15명(6.6%), 기
타가 6명(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
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항목들의 요인분석 가능성 적합 여부에 대
해 살펴본 결과, KMO값이 0.915로 나타났으며, Bartlett's 
test의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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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HMR 선택속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28)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89 39.0

Female 139 61.0

Age

20～29 102 44.7

30～39 76 33.4

40< 50 21.9

Marrital status 
Single 146 64.0

Married 82 36.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7 20.6

College 90 39.5

University 64 28.1

Graduate school 27 11.8

Occupation

Student 72 31.6

Office worker 75 32.9

Self-employment 21 9.2

Professional 39 17.1

Housewife 15 6.6

Others 6 2.6

Total 228 100.0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HMR selection attributes

Factors Measurement items Communaility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 α

HMR 
selection 
attributes

Food
quality

Nutrient content .739 .790

3.299 29.990 .896

Eco-friendly material .734 .760

Freshness .634 .725

Main raw material .737 .710

Volume .718 .613

Hygienic processing method  .679 .543

Packaging

Packing .852 .856

2.745 24.956 .901Vessel .874 .827

Keeping .759 .734

Conve-
nience

Cooking time .835 .845
2.349 21.358 .842

Cooking method .832 .808

KMO=.915, Bartlett's test=1,764.424, p=.000,          Total variances: 76.304%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은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도
록 하였다. HMR 선택속성의 총 분산설명력은 76.304(%)로
나타났으며 요인들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
으로 나타났다. HMR 선택속성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음
식의 질, 포장, 편의성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들
의 내적일관성을검증하기위해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 
Cronbach α 계수가 0.8 이상으로나타나신뢰성이있는것으
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일차원인태도와재구매의도, 브랜드신뢰에대한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분산설명력은 각각 82.428(%), 
92.699(%), 86.898(%)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들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모두 0.8 이상으로나타났으며, 각요인들모두
하나의 단일차원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각 요인들의 내적일
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신뢰도 분석을 실시한결과, Cronbach 

α 계수가 0.9 이상으로나타나신뢰성이높다고볼수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3. 가설 검증 결과

각요인들간에관련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상관관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
과, 각 요인들 간에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4.3.1. 가설 1: HMR 선택속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HMR 선택속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회귀식의 설명력(R2)는 8.7%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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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072, p<.001). HMR 
선택속성 중 편의성(p<.05)만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attitude, repurchase intention, and brand trust

Factors Measurement items Commu-
naility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Cronbach' 
α

Attitude

I think HMR are generally excellent. .843 .918

3.297 82.428 .928
I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HMR. .834 .913

I think HMR are good quality. .814 .902

I think HMR are good taste. .805 .897

KMO=.833, Bartlett's test=739.282, p=.000 

Repurchase
intention

I am likely to purchase HMR in the future. .927 .963
1.854 92.699 .921

I want to repurchase HMR. .927 .963

KMO=.500, Bartlett's test=294.667, p=.000 

Brand trust

I believe the HMR brand. .892 .945

3.476 86.898 .949
I can rest assured the HMR brand. .882 .939

I am convinced of the HMR brand. .860 .927

The HMR brand meets my expectation. .841 .917

KMO=.858, Bartlett's test=918.041, p=.000 

Table 4. Correlation matrix

Factors Food quality Package Convenience Attitude Repurchase intention

Food quality 1

Package .719** 1

Convenience .647** .624** 1

Attitude .247** .240** .276** 1

Repurchase intention .204** .230** .244** .703** 1

** p<.01.

Table 5. The effect of HMR selection attributes on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Attitude

Constant 2.788 .449 6.213 .000

Food quality .094 .116 .080 .809 .419

Package .072 .100 .070 .723 .471

Convenience .190 .092 .181 2.064 .040*

R2=.087, F=7.072, p=.000  

* p<.05.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MR 선택속성 중 음식의 질, 
포장은태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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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f HMR attitude on re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B)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 value

B S.E. Beta(β)

Repurchase 
intention

Constant 1.402 .248 5.659 .000

Attitude .752 .051 .703 14.871 .000***

R2=.495, F=221.151, p=.000   

*** p<.001.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

4.3.2. 가설 2: 태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HMR에 대한태도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결과, Table 6과 같다. 회귀식의 설명력(R2)는 49.5%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1.151, 
p<.001). HMR에대한태도(p<.001)가재구매의도에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4.3.3. 가설 3: 태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브랜드 신뢰의 조절효

과에 대한 검증 결과

HMR 태도와재구매의도 간에 브랜드 신뢰의조절효과를
분석한결과는 Table 7과같다. 조절효과를살펴보기위해조
절회귀분석을실시하였으며, 조절회귀분석은독립변수와종

Table 7. Result of the moderating effect of brand trust 
between attitude and repurchase intention

B S.E. Beta
(β) t p 

Model 1

Constant 1.402 .248  5.659 .000

Attitude .752 .051 .703 14.871 .000

Model 2

Constant 1.160 .301  3.851 .000

Attitude .689 .067 .645 10.245 .000

Brand trust .105 .074 .089  1.410 .160

Model 3

Constant 3.245 .925  3.507 .001

Attitude .208 .213 .195   .981 .328

Brand trust -.310 .189 -.263 -1.640 .102

Attitude×brand trust .092 .039 .739  2.381 .018*

* p<.05.

속변수의 관계(Model 1),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Model 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독립변수×조절 변
수와종속변수의관계(Model 3)의 세 가지단계로분석이진
행되며, 이 중 Model 3 중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독립변수×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Ba-
ron & Kenny, 1986). 

Model 3의 결과를 살펴보면, 태도와 브랜드 신뢰의 상호
작용효과(p<.05)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브랜드 신뢰는 태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HMR 선택속성이 태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신뢰가 태도와 재구매의도 간에 조절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연구의결과와이에 따른전략적시사점을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MR 선택속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HMR 선택속성 중 편의성만이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식의 질, 포장은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미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가설1은부
분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의 질과 편의 및 신뢰성
과 편의제품에 대한 태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Chung(200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짧은 조리시간이나 간단한 조리방법과 같은 가장 핵심적 속

성인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HMR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
인태도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한편, 영양소나친환
경재료, 신선도, 위생적 가공방식 등의 음식의 질이나 포장, 
용기, 보관방법과 같은 포장 요인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
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식문화에 대한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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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알수있다. 또한소비자들은대부분 HMR에대해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건강이나 영양, 포장
등의 속성들로인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은 아직매우 미비한

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소비자들이 HMR 구매시중요하
게 생각하는 선택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여 소비

자들의 태도와 소비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들은 아직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강, 
영양, 포장 등의 속성들의 차별화를 통해 HMR 제품에 대한
인지도향상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특히, 고령화사회
가 되면서 실버세대들도 HMR 제품의 편리성과 가성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강이나

영양을 중시하는 실버층을 위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함으

로써 기업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HMR에 대한 태도는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Yoo(2012), Han & Lee(2017)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브랜드 신뢰는 태도와 재구
매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2와 가설3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HMR 제품에 대한 호의
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재구매의도의 가능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HMR 시장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으므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재구매의도를

향상시킬 때, 강력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재구매의도 향
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기업들
은 강력한 HMR 브랜드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브랜드 관
계의 질(consumer brand relationship quality)을 강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랜드 신뢰는 단지 HMR 브랜드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후광효
과도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
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HMR의 구체적인
시장세분화를 통한 포지셔닝전략 구축을 위해 인구통계학

적 특성별이나 또는 라이프스타일, 특정 계층(예:실버층)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한다면 더욱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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