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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health interest of consum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us understand the motivation of food choic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ountry's strategy based on healthy and correct food choices in the future.
Methods: A customer survey was conducted in 2019 from October 18 to 31, and it targeted 115 
American and 120 Japanese local consumers between the ages of 20- to 64-years-old. Eight 
questions were formed using General Health Interest. Based on food choice motivation, 
27 questions were reconstructed and asked about demographic information. All data were 
analyzed by SPSS Statistics (ver. 25).
Results: Health consciousness was categorized into 2 types: nutrition-seeking type and 
preference-seeking type. Based on these 2 factors, customers were grouped into 3 clusters: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and health indifference 
group. Food choice motivation was categorized into 4 types: health, efficiency, value, 
and mood. All 3 groups showed a high tendency for efficiency in common.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s want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time and money invested in food 
consumption. It is believed that the focus and investment of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should be focused on product development, especially for American and Japanese consumers 
who are interested in heal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 consumer needs that can assist in the selection of 
healthy and correct foo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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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는 식품시장 전반에 걸쳐 보존제나 색소 등의 인공 첨가물 

사용 감소와 유기농 식품, 그리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선호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
시에 이러한 흐름은 저나트륨과 저칼로리 식품, 비건 식품 등의 프리미엄 식품군이 새롭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2].

소비자의 요구가 이처럼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2] 식품선택 동기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해지는 이러한 식행동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측정도구로서, 소비자
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선택 혹은 섭취하는 이유와 동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건강, 분위
기, 편의성, 감각적 소구, 가격, 체중조절, 친숙함, 천연성분, 윤리적 관심 등의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3,4]. 이를 적용한 연구에서 건강이 주요 식품선택 동기인 소비자는 유기농 식
품 등과 같이 건강지향적 식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보여주었으며 [5-7], 이들 소비자에게 건강 

요인은 구매의도 및 식품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만큼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8].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관심도를 측정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예측함
과 동시에 식습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건강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 향상 및 개인과 사회
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11].

건강관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는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려는 욕구가 다른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의 건
강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12]. 개인의 건강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학력, 교육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특히 여러 연구에서 성별과 건강관심도가 건강
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그러므로 소비자 그룹에 따라 건강관심도
는 다를 수 있으며, 건강관심도에 기반한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 동기 및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6-18].

한편 건강관심도가 유기농, 친환경 식품과 같이 특정 식품에 대한 구매행동 및 태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15-18] 건강관심도에 근거하여 소비자 그룹의 식품
선택에 대한 구매동기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품선택 동기는 소비자의 구매행
동에 있어 잠재적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측정도구 중의 하나로서 일본, 대만, 말레이
시아,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마다 주요 식품선택 동기가 다르게 도출되었는데, 특히 유럽과 뉴질
랜드의 소비자는 감각적 소구가 가장 높은 동기로 조사되었다 [19-22]. 스페인 소비자 대상의 

연구에서는 천연 성분과 건강 요인 2개의 요인이 1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23], 세르비아 소비
자는 기존의 9개 요인 중 편의성이 준비 편의성과 구입 가능성으로 세분화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19]. 이처럼 식품선택 동기는 각 문화별 선호하는 요인과 요인의 특성이 다르
게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식품 구매 행동과 소비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적합
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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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히 채식주의자 등 건강 식품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되어 있는 미
국과 평균 수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 중의 하나인 일본 시장을 타깃 소비자 그룹으로 선정하
여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식품선택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 진입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기 분석을 위하여 미국과 일
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
였다. 청소년의 경우 구매행동에 미숙하며 소비에 있어 아직 교육이 필요로 하므로 [25] 구매
행동을 분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소비자 조사는 미국 뉴욕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
서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기 기
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40명의 조사 대상자 중 미국과 일본 각각 12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성실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응답 5부를 제외하고 미국 115부, 일본 120부 

총 2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 도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학술문헌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일반사항 7개 문항 (국가,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직
업,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과 Roininen 등 [13]이 개발한 General Health Interest를 기반으로 

한 8개의 문항과 Steptoe 등 [3]이 개발한 Food Choice Motivation에 근거하여 27개의 문항으
로 재구성하였다.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 동기는 리커트 7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번호: KMU-201909-HR-216)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5.0; SPSS Inc.,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건강관심도와 식품선택 동기는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크론바 알파 (Cronbach's α)값으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였다. 건강관심도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K-평균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χ2 검증
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식품선택 동기에 대한 집단간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함께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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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미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5명 (48.9%), 

일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20명 (51.1%)였으며, 남성은 77명 (33.6%), 여성은 120명 (65.5%)

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20–29세가 75명 (32.5%), 50–64세가 56명 (24.2%), 40–49세가 51명 

(22.1%), 30–39세가 49명 (21.2%) 순이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99명 (42.9%), 대학
원 이상 79명 (34.2%), 고등학교 졸업 48명 (20.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51명 

(22.2%), 사무직 49명 (21.3%), 서비스직이 32명 (13.9%) 순으로 조사되었고, 결혼 여부는 기
혼이 100명 (48.1%), 미혼이 97명 (46.6%), 기타가 11명 (5.3%)이었다. 가족 구성원은 2명이 55

명 (23.7%)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4명 (23.3%), 3명이 47명 (2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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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235)
Variables Frequency
Nation

US 115 (48.9)
Japan 120 (51.1)

Gender
Men 77 (33.6)
Women 150 (65.5)
Others 2 (0.9)

Age
20–29 75 (32.5)
30–39 49 (21.2)
40–49 51 (22.1)
50–64 56 (24.2)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or lower 5 (2.1)
High school diploma 48 (20.8)
Some college 99 (42.9)
College degree of higher 79 (34.2)

Job
Student 51 (22.2)
Homemaker 25 (10.9)
General office worker 49 (21.3)
Government service 7 (3.0)
Private business 21 (9.1)
Professional 29 (12.6)
Sales/service 32 (13.9)
Production worker 2 (0.9)
Others 14 (6.1)

Marital status
Single 100 (48.1)
Married 97 (46.6)
Others 11 (5.3)

Family member
1 person 54 (23.3)
2 people 55 (23.7)
3 people 49 (21.1)
4 people 47 (20.3)
5 people 22 (9.5)
More than 6 people 5 (2.1)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건강관심도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건강관심도의 유형화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출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직각 회전의 Varimax 회전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과정에서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는 0.5 이상이며, 고유값이 1.0보다 큰 요인에 한하여 요인화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Kaiser-Meyer-Olkin (KMO) 값이 0.765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 (Bartlett's sphericity test)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관심도 측정을 위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534%였다.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코
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4.30 ± 2.11)’,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
롭다 (5.34 ± 1.33)’,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
요하다 (4.30 ± 2.1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4.81 ± 1.51)’로 

이를 ‘영양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4.83 ± 1.39)R’,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
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4.95 ± 1.21)R’,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4.09 ± 1.76)R’,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94 ± 1.74)R’로 이를 ‘기호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 ‘영양 추구형’은 0.792, ‘기호 

추구형’은 0.756으로 나타나 요인의 집합된 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었으
며, 제거했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없어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35https://doi.org/10.4163/jnh.2020.53.4.431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기 분석

https://e-jnh.org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General Health Interest variable (n = 235)
Items1) M ± SD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

Nutrition-seeking type Preference-seeking type
I always follow a healthy and balanced diet. 4.30 ± 2.11 0.783 0.647

0.747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I eat. 5.34 ± 1.33 0.781 0.648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4.30 ± 2.11 0.774 0.612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is low in fat. 4.81 ± 1.51 0.769 0.616
I eat what I like and I do not worry much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R

4.83 ± 1.39 0.846 0.720

I do not avoid any foods, even if they may raise my cholesterol.R 4.95 ± 1.21 0.836 0.709
The healthiness of snacks makes no differences to me.R 4.09 ± 1.76 0.793 0.634
The healthiness of food has little impact on my food choices.R 3.94 ± 1.74 0.532 0.416
Eigen value 2.564 2.438
Variance (%) 32.054 30.480
Cronbach's α 0.792 0.756
KMO 0.765
Total % of variance 62.534
Bartlett's sphericity test 588.668
Sig. 0.000
KMO, Kaiser-Meyer-Olkin.
1)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RReverse coding.



식품선택 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식품선택 동기의 유형화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출 모델을 선택하였으
며, 직각 회전의 Varimax 회전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 값이 0.922

로 나타나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2.181%였다. 첫 번째 요인은 ‘평상시 자연적인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
하다 (5.14 ± 1.29)’,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39 ± 1.26)’,  

‘평상시 지방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6 ± 1.35)’, ‘평상시 열량이 낮
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4 ± 1.35)’, ‘평상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
은 중요하다 (5.30 ± 1.27)’, ‘평상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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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food choice motive variable (n = 235)
Items1) M ± SD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

Health Efficiency Value Mood
It is important to me that the food I eat on a normal day...

0.951

...contains natural ingredients 5.14 ± 1.29 0.722 0.644

...keeps me healthy 5.39 ± 1.26 0.708 0.638

...is low in fat 4.86 ± 1.35 0.688 0.670

...is low in calories 4.84 ± 1.35 0.675 0.608

...is nutritious 5.30 ± 1.27 0.673 0.641

...is high in fiber and roughage 5.01 ± 1.20 0.670 0.640

...contains no additives 4.90 ± 1.36 0.631 0.550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07 ± 1.20 0.585 0.700

...is easily available in shops and supermarkets 5.14 ± 1.36 0.746 0.705

...is not expensive 5.00 ± 1.29 0.682 0.560

...is good value for money 5.19 ± 1.24 0.665 0.702

...is easy to prepare 5.09 ± 1.35 0.634 0.450

...takes no time to prepare 5.01 ± 1.30 0.618 0.530

...is familiar 5.03 ± 1.28 0.585 0.605

...tastes good 5.68 ± 1.22 0.577 0.560

...has a pleasant texture 5.11 ± 1.29 0.750 0.689

...smells nice 4.99 ± 1.30 0.685 0.633

...helps me relax 4.88 ± 1.25 0.635 0.707

...looks nice 4.80 ± 1.34 0.616 0.682

...is packag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4.95 ± 1.29 0.590 0.574

...is high in protein 5.05 ± 1.30 0.576 0.645

...helps me control my weight 4.84 ± 1.31 0.555 0.512

...make me feel good 5.28 ± 1.27 0.458 0.562

...has the country of origin clearly marked 4.90 ± 1.48 0.774 0.740

...comes from countries I approve of politically 4.50 ± 1.55 0.661 0.579

...helps me to cope with life 5.12 ± 1.23 0.628 0.592

...is what I usually eat 5.10 ± 1.24 0.622 0.670
Eigen value 5.119 4.405 4.394 2.871
Variance (%) 18.961 16.315 16.274 10.631
Cronbach's α 0.901 0.862 0.900 0.756
KMO 0.922
Total % of variance 62.181
Bartlett's sphericity test 3,681.395
Sig. 0.000
KMO, Kaiser-Meyer-Olkin.
1)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 1.20)’, ‘평상시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0 ± 1.36)’, ‘평
상시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7 ± 1.20)’로 이를 ‘건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평상시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
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4 ± 1.36)’, ‘평상시 비싸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
다(5.00±1.29)’, ‘평상시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9 ± 1.24)’,  

‘평상시 준비가 쉬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9 ± 1.35)’, ‘평상시 준비하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지 않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1 ± 1.30)’, ‘평상시 친숙한 식품을 선
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3 ± 1.28)’,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68 

± 1.22)’로 소비자가 투자한 시간 대비 맛이 훌륭하거나 조리과정이 간편한 제품을 찾는 요소
로 이는 ‘효율성’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평상시 씹히는 느낌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1 ± 1.29)’, ‘평상시 냄새가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9 ± 1.30)’, ‘평상시 휴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8 ± 1.25)’, ‘평상
시 모양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0 ± 1.34)’, ‘평상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
로 포장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95 ± 1.29)’, ‘평상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05 ± 1.30)’, ‘평상시 체중감량에 도움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84 ± 1.31)’, ‘평상시 기분 좋게 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28 ± 1.27)’

로 추구하는 식품의 관능적 특성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관을 포괄하고 있어 ‘가치’로 명
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평상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게 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
다 (4.90 ± 1.48)’,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
하다 (4.50 ± 1.55)’, ‘평상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2 ± 1.23)’, 

‘평상시 즐겨 먹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0 ± 1.24)’로 ‘기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 요인 1은 0.901, 요인 2는 0.862, 

요인 3은 0.900, 요인 4는 0.756으로 나타나 요인의 집합된 측정 항목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이 

높았으며, 제거했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항목은 없어 모든 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건강관심도 유형 분석
건강관심도 유형을 기준으로 집단별 요인점수 평균값인 군집의 중심점 (cluster centroid)을 

통하여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
다. 각 군집에 따라 건강관심도 속성과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p < 0.001), 이 결과를 기준으로 대표성있는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군집 1은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6.06 ± 1.01)R’,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5.82 ± 1.11)R',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5.61 ± 1.32)
R',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5.52 ± 2.12)R’에
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62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2는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항상 건강하
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6.14 ± 0.91)’,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6.09 ± 

0.94)’,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5.91 

± 1.1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6.27 ± 1.07)’에서 다른 군집
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영양 균형 지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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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107명이 속하였는데, ‘나는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걱정을 크게 하지 않
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3.73 ± 1.10)R’, ‘어떤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먹는다 (3.76 ± 1.11)R’, ‘간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75 ± 1.11)R’,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4.80 ± 1.42)R’에서는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이고 ‘나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4.07 ± 1.17)’, ‘내가 먹는 음식의 건강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4.56 ± 1.10)’, ‘내가 매일 먹는 식
단에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4.34 ± 1.01)’,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은 중요하다 (4.05 ± 1.15)’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
타나 ‘건강 무관심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심도
에 따라 국가 (p < 0.001), 성별 (p < 0.001), 연령 (p < 0.01), 교육 수준 (p <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 국가는 일본 39명 (62.9%), 성별은 여자 43명 (74.1%), 연령대
는 50–64세 20명 (33.3%)으로 다른 군집보다 연령대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
교 졸업 31명 (51.7%)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영양 균형 지향 집단’은 국가는 미국 46명 (79.3%), 성별은 남성 30명 (51.7%)이고, 여성이 28

명 (48.3%)으로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30–39세 20명 (35.1%), 교육 수준은 대
학원 이상이 33명 (56.9%)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건강 무관심 집단’은 국가는 일본 65명 (60.7%), 성별은 남성 72명 (68.6%), 연령대는 20–29세 

42명 (39.6%)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연령층이 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49명 (46.2%)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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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cluster analysis for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Factor1)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Healthy dietary life-
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
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Factor 1: nutrition-seeking type 5.23 ± 0.83a 6.10 ± 0.75b 4.25 ± 0.67c 123.939
I always follow a healthy and balanced diet. 4.92 ± 1.18a 6.14 ± 0.91b 4.07 ± 1.17c 65.838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 I eat. 6.03 ± 1.19a 6.09 ± 0.94a 4.56 ± 1.10b 53.681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11 ± 0.98a 5.91 ± 1.11b 4.34 ± 1.01c 45.337
It is important for me that my diet is low in fat. 4.87 ± 1.32a 6.27 ± 1.07b 4.05 ± 1.15c 66.835

Factor 2: preference-seeking type 5.75 ± 0.75a 2.45 ± 1.03b 4.01 ± 0.60c 278.584
I eat what I like and I do not worry much about the healthiness of food.R 6.06 ± 1.01a 2.26 ± 1.64b 3.73 ± 1.10c 146.706
I do not avoid any foods, even if they may raise my cholesterol.R 5.82 ± 1.11a 2.33 ± 1.32b 3.76 ± 1.11c 136.238
The healthiness of snacks makes no differences to me.R 5.61 ± 1.32a 3.14 ± 2.14b 3.75 ± 1.11c 46.996
The healthiness of food has little impact on my food choices.R 5.52 ± 2.12a 2.07 ± 1.42b 4.80 ± 1.42c 75.811

Total 5.49 ± 0.56a 4.28 ± 0.57b 4.13 ± 0.46b 144.98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1)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a,b,cScheffe's multiple range test; RReverse coding.
***p < 0.001.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식품선택 동기 분석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군집별 식품선택 동기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5, p < 0.01, p < 0.001), 특히 건강 무관심 집단은 다른 집단
과 비교했을 때 식품선택 동기의 4가지 요인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6). 

군집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맛이나 

조리 시간 등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는 건강 

(5.33 ± 0.85)과 효율성 (5.02 ± 0.99)이 주요 식품선택 동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7 ± 1.02)',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을 선
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0 ± 1.08)’가 상위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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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uster difference by demographic of consumer groups on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Variables Frequency Total χ2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Nation 28.908***

US 23 (37.1) 46 (79.3) 42 (39.3) 111 (48.9)
Japan 39 (62.9) 12 (20.7) 65 (60.7) 116 (51.1)

Gender 12.686***
Men 15 (25.9) 30 (51.7) 31 (29.5) 76 (34.4)
Women 43 (74.1) 28 (48.3) 72 (68.6) 143 (64.7)
Others 0 (0.0) 0 (0.0) 2 (1.9) 2 (0.9)

Age 20.391**
20–29 17 (28.3) 11 (19.3) 42 (39.6) 70 (31.4)
30–39 6 (10.1) 20 (35.1) 23 (21.7) 49 (22.0)
40–49 17 (28.3) 16 (28.1) 17 (16.1) 50 (22.4)
50–64 20 (33.3) 10 (17.5) 24 (22.6) 54 (24.2)

Academic background 22.249**
Middle school or lower 0 (0.0) 2 (3.4) 3 (2.9) 5 (2.2)
High school diploma 10 (16.6) 7 (12.1) 28 (26.4) 45 (20.1)
Some college 31 (51.7) 16 (27.6) 49 (46.2) 96 (42.9)
College degree of higher 19 (31.7) 33 (56.9) 26 (24.5) 78 (34.8)

Job 17.740
Student 8 (13.3) 13 (22.4) 25 (23.8) 46 (20.6)
Homemaker 7 (11.7) 5 (8.6) 13 (12.4) 25 (11.2)
General office worker 17 (28.3) 10 (17.2) 22 (21.0) 49 (22.0)
Government service 1 (1.7) 3 (5.2) 3 (2.9) 7 (3.1)
Private business 7 (11.7) 8 (13.8) 5 (4.8) 20 (9.0)
Professional 9 (15.0) 11 (19.0) 9 (8.6) 29 (13.0)
Sales/service 8 (13.3) 5 (8.6) 18 (17.1) 31 (13.9)
Production worker 0 (0.0) 1 (1.8) 1 (0.8) 2 (0.9)
Others 3 (5.0) 2 (3.4) 9 (8.6) 14 (6.3)

Marital status 3.781
Single 34 (57.6) 21 (41.2) 40 (44.0) 95 (47.3)
Married 22 (37.3) 27 (52.9) 46 (50.5) 95 (47.3)
Others 3 (5.1) 3 (5.9) 5 (5.5) 11 (5.4)

Family member 11.326
1 person 14 (23.7) 10 (17.2) 27 (25.2) 51 (22.8)
2 people 12 (20.3) 17 (29.3) 25 (23.4) 54 (24.1)
3 people 16 (27.1) 9 (15.5) 21 (19.6) 46 (20.5)
4 people 8 (13.6) 17 (29.3) 21 (19.6) 46 (20.5)
5 people 8 (13.6) 5 (8.7) 9 (8.4) 22 (9.8)
More than 6 people 1 (1.7) 0 (0.0) 4 (3.8) 5 (2.3)

Total 62 (100) 58 (100) 107 (100) 235 (100)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p < 0.01; ***p < 0.001.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15 ± 1.58)’, ‘평상시 모양이 좋은 식
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40 ± 1.38)’는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 집단은 식품 선
택 시 외적 요인보다 식품의 내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 균형 지향 집단에서는 효율성 (5.79 ± 0.80)과 건강 (5.78 ± 0.90)이 주요 식품구매 동기 요
인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7 ± 1.06)', ‘평상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91 ± 1.11)’가 상위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평상시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25 ± 1.54)’

와 ‘평상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게 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41 ± 1.41)’, ‘평상시 

생활에 활력을 주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41 ± 1.31)’가 하위항목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과 유사하게 외적 요인보다 식품의 내적 요인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로 식품의 영양적인 측면이 식품선택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건
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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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uster difference by food choice motivation of consumer groups on General Health Interest (n = 235)
Factor1)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Healthy dietary life-seeking 
group (n = 62)

Nutrition balance-seeking 
group (n = 58)

Health indifference group 
(n = 107)

It is important to me that the food I eat on a normal day...
Factor 1: health 5.33 ± 0.85a 5.78 ± 0.90b 4.52 ± 0.78c 47.637***

...contains natural ingredients 5.34 ± 1.23a 5.74 ± 1.17a 4.70 ± 1.20b 14.781***

...keeps me healthy 5.90 ± 1.08a 5.90 ± 1.22a 4.79 ± 1.15c 25.905***

...is low in fat 4.95 ± 1.19a 5.72 ± 1.19b 4.35 ± 1.13c 25.177***

...is low in calories 5.13 ± 1.25a 5.74 ± 1.25b 4.21 ± 1.12c 34.145***

...is nutritious 5.66 ± 1.07a 5.91 ± 1.11a 4.73 ± 1.25b 23.237***

...is high in fiber and roughage 5.13 ± 1.06a 5.70 ± 1.15b 4.53 ± 1.09c 21.677***

...contains no additives 5.27 ± 1.34a 5.69 ± 1.10a 4.25 ± 1.16b 30.921***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5.23 ± 1.08a 5.81 ± 1.13b 4.57 ± 1.09c 24.816***
Factor 2: efficiency 5.02 ± 0.99a 5.79 ± 0.80b 4.89 ± 0.85a 20.677***

...is easily available in shops and supermarkets 5.06 ± 1.39a 5.67 ± 1.13b 4.89 ± 1.41a 6.589**

...is not expensive 4.50 ± 1.36a 5.84 ± 1.02b 4.81 ± 1.13a 22.005***

...is good value for money 5.08 ± 1.25a 5.81 ± 1.10b 4.90 ± 1.22a 11.252***

...is easy to prepare 4.87 ± 1.50a 5.81 ± 1.23b 4.80 ± 1.18a 12.601***

...takes no time to prepare 4.74 ± 1.44a 5.67 ± 1.23b 4.79 ± 1.14a 11.120***

...is familiar 4.89 ± 1.34a 5.75 ± 1.14b 4.69 ± 1.12a 15.291***

...tastes good 5.97 ± 1.02a 5.97 ± 1.06a 5.34 ± 1.34b 7.817***
Factor 3: value 4.92 ± 0.86a 5.71 ± 1.02b 4.62 ± 0.84a 27.958***

...has a pleasant texture 5.02 ± 1.27a 5.83 ± 1.20b 5.10 ± 1.30a 14.830***

...smells nice 4.89 ± 1.27a 5.82 ± 1.24b 4.60 ± 1.18a 18.904***

...helps me relax 4.76 ± 1.24a 5.66 ± 1.22b 4.52 ± 1.11a 17.899***

...looks nice 4.40 ± 1.38a 5.57 ± 1.33b 4.60 ± 1.18a 14.806***

...is packaged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4.79 ± 1.32a 5.66 ± 1.12b 4.65 ± 1.20a 13.541***

...is high in protein 5.10 ± 1.11a 5.81 ± 1.36b 4.57 ± 1.17c 20.079***

...helps me control my weight 4.84 ± 1.04a 5.66 ± 1.37b 4.35 ± 1.20a 21.770***

...make me feel good 5.52 ± 1.16a 5.65 ± 1.37a 4.90 ± 1.20b 8.579***
Factor 4: mood 4.79 ± 1.00a 5.41 ± 1.19b 4.70 ± 0.92a 9.733***

...has the country of origin clearly marked 5.00 ± 1.48a 5.41 ± 1.41b 4.62 ± 1.39a 5.943**

...comes from countries I approve of politically 4.15 ± 1.58a 5.25 ± 1.54b 4.30 ± 1.40a 9.839***

...helps me to cope with life 5.18 ± 1.27a 5.41 ± 1.31b 4.89 ± 1.13a 3.663*

...is what I usually eat 4.82 ± 1.21a 5.53 ± 1.25b 4.98 ± 1.22a 5.733**
Total 5.04 ± 0.77a 5.70 ± 0.86b 4.67 ± 0.68c 35.21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1)1: strongly disagree; 4: neither agree nor disagree; 7: strongly agree.
a,b,cScheffe's multiple range test.
*p < 0.05; **p < 0.01; ***p < 0.001.



건강 무관심 집단에서는 효율성 (4.89 ± 0.85)과 기분 (4.70 ± 0.92)의 식품선택 동기요인이 높
게 나타났고, ‘평상시 맛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34 ± 1.34)', ‘평상시 씹히는 

느낌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5.10 ± 1.30)’가 특히 상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항목으로는 ‘평상시 열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21 ± 1.12)’, ‘평상시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4.25 ± 1.16)’가 조사되었다. 이 집단
은 식품 선택 시 감각적인 쾌락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다른 두 집단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찰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에 따른 식품선택 동
기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소비트렌드를 파악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용
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류된 식품선택 동기는 크게 건강, 효율성, 가치, 기분 네 가지 요인
으로 도출되었는데, 초기 선행 연구에서 Steptoe 등 [3]은 건강, 기분, 편의성, 감각, 천연 식품, 

가격, 체중 조절, 친숙성, 윤리적 관심 등 9개의 식품선택 동기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적, 세대적 차이에 기인하여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요인이 추출될 수 있
다고 제시하였다 [8]. 이러한 동기는 소비자의 식품선택에도 주로 적용되며 소비자는 맛, 가
격, 이용 경험 등 다양한 식품선택 동기요인과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 식품을 소비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26].

건강관심도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 속한 소비
자의 건강관심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Yoo와 Jeong [27]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30%는 고관심형, 중간 40%을 일반형, 하위 30%를 저관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건강관심 유형에 따라 고관심형일수록 건강관심도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해 

관심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외식 소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식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28],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
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Sun [30]

의 대만 소비자 대상 연구결과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주요 식품선택 동기
가 건강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관심도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에서 일본 여성 

50–64세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 무관심 집단에서는 일본 

남성 20–29세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개
인의 건강과 웰빙을 인지하고 우려하는 집단이며,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부
여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을 포함한 보다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품인 과일, 채소, 저지방 대
체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16,31]. 이처럼 전반적인 건강관심도가 식품 선택
과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32],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는 건강한 행동을 할 준
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식품영양 시장에서 타겟 소비자층이 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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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식품선택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여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영양 균형 지향 집단’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식
품을 구매할 때 주로 ‘효율성’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또는 시간 대비 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있어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올바른 식행동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
요한 요소인 건강관심도에 따라 [33] 식품선택 동기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조사대상자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표본화하여 전체 시
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 식품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34-37]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채식주의자와 같은 특정한 집단의 식
품 소비행동 특성을 조사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타깃시장으로 선정하여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식품선택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 구축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미국 115명, 일본 120명의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소비자의 군집별 미국과 일본 소
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식품선택 동기에 관한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심도에 따라 ‘건강한 식습관 지향 집단’, ‘영양 균형 지향 집단’, 

‘건강 무관심 집단’으로 군집을 나누었으며, 건강관심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국가,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관심도 집단별 식품선택 

동기의 결과로는 건강 무관심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건강, 효율성, 가치, 기분 4가
지 요인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으며, 군집에 따라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
두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맛이나 조리시간 등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식품선택 동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소비에 있어 투자한 시간이나 자산대비 더 높은 만족감을 

얻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국가의 외식시장 진입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
자의 니즈가 반영된 제품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미국과 일본 소비자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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