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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및
친환경식품소비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라이프 스타일은 개인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양식으로 자신의 욕구에 영향을 받으며,
구매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내 식생활은 가계의 식품구입을 책임지는
주부 혹은 식품 주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장혜
자, 2018) 식품 주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가계의 친환경 식품
소비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친환경식품소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나 마케
팅 전략을 위한 연구가 대다수로(홍연금 등, 2008), 이 가운데 친환경식품 소비동기와 관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이기적 요인인 개인의 건강동기와 이타적 요인인 환경에 대
한 관심이 친환경식품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소진,
2007; 이종호, 2016, 김호석, 2013). 그 밖의 연구에서도 건강인식과 함께 식품안전 우려가
친환경식품의 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Michaelidou 등, 2008; 김
효연 등, 2015) 소비자의 건강관심 즉 식품안전의식과 환경의식이 친환경식품소비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자의식 및 친
환경식품소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가계의 식생활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주구매자의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소비자의식이 친환경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 연구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조사하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소비자 집단이 사회․인구
학적 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으로 분류한
소비자집단들 간에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를 조사한다. 셋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
식품소비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소규모 편의표집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고 있고, 특히 특정한 대상과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대표성 있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해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식생활 라이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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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된 연구가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식생활 행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치중해 왔다
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식품안전의식 및 친환경식품소비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했다
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정책 관련자들과 소비자행동 연구자들, 소비자 교육가들에게 우리
나라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식품안전의식과 소
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소비자의 최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친환경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함으로
써 제품의 개발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2.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Max Weber와 Alfred Adler에 의해 대두되어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계
층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60년대 초에 William Lazer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관심분야와 활동영역, 태도와 가치관
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개인 혹은 집단의 독특한 생활양식으로(허원무 등, 2006),
Lazer(1963)는 라이프스타일은 전체 또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독창적인 생활양식의 하나이지만,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의 행동양식은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수용하고 지켜야 할 규범
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해당 집단을 상징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성호 등,
2013).
한편, 식생활 영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이란 식생활과 관련된 욕구, 음식의 구매 및 소비,
식사방법, 외식 등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나 문화 등 생활방식으로(설훈구 등, 2007), 국
내에서 식생활 영역의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
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
홍일 등(2016)은 대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경제추구형,
도전추구형, 편의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유수미 등(2018)은 청소년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 요인을 유행추구형, 건강추구형, 경제추구형, 안전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혜자
(2018)는 중년여성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편리추구 식생활, 생활만족, 건강추구 식
생활, 맛추구 식생활, 위생추구 식생활, 공유추구생활, 가격추구 식생활로 분류하였고, 이성
림 등(2016)은 1인 가구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식도락요인, 건강요인, 경제성 요인,
편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안미령 (2018)은 베이비부머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을 건강추구형, 유행추구형, 편의추구형, 미각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안옥경(2018)은 실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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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여가성, 가족중심성, 편의성, 경제성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식생활 라이스타일 요인을 분석하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주요 하위요인으로 공통적으로 건강, 미각,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추구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체로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경제성추구형 등의
식생활 라이스타일 집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인 즉 편의성, 경제성, 건강, 식도락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라이프스타
일 유형에 따른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의 차이 및 이들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
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는 식품안전 위해요인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광우병,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잔
류농약 등이 있다(이성림 등, 2014).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하는 식품안전지수를 살펴보면
2004년과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국가미래연구원,
2018).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지로부터 가정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일관성, 신속성, 투명성,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식
품안전관리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식품안전사고는 식품위생문제에
서 표시문제와 방사능조사식품 논란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허경옥, 2015)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 중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
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중 자신의 건강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안
전을 중시하고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진 건강에 좋은 메뉴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ichaelidou 등(2008)의 연구에서는 건강인식과 식품안전 우려가 유기농
식품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김효연 등(2015)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건강인식과 식품안전우려가 유기농 식
품 구매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밖에 송유
진 등(200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안전지향성과 안전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지
연 등(2009)의 연구에서도 식품안전인지도에 따른 식품안전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국내에서 식중독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비교적 식품안전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류미현(2013)의 연구에서는 안전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식품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할수록, 안전관련 지각된 위험이 높고 식품안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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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품안전의식, 안전추구행동은 서
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소비자환경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의 관계를 조사한 한동여 등(2016)의 연구
에서는 건강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집단은 자기추구형이나 적극활동형 라이프스타일 집단 보
다 환경보호 활동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친환경제품의 구매의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환경문제 의식, 윤리적 소비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김경희(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신뢰⋅건강추구형 집단이 자원절약과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윤리적 소비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상품구매에서도 가장 적극적
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그린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연구
한 최경하 등(2010)의 연구에서는 그린소비자의 경우 의식주 생활에서 알뜰한 생활이 두드
러지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건강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충동적
이며 과시적인 소비를 삼가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를 종합하여 볼 때 건강과 식품안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소비자일수록 식품안전의식과 환경의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3 친환경식품소비
친환경소비는 소비의 전 과정 즉 구매, 사용, 처분과정에서 탄소배출과 자원사용을 의
식적으로 저감하는 소비행태를 의미한다. 즉 소비행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는 친환경소비와 유사한 개념
으로 환경친화적 소비, 환경의식적 소비, 녹색소비, 저탄소 녹색소비, 지속가능소비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유현정 등, 2013). 친환경식품소비는 이와 같은 환경 친
화적인 소비의 한 예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을 통하여 얻는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수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 자료
인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친환경 식품을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
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식품소비의 개념을 국내산·지역산 식품소비(로컬소비)까지 포
함하여 개인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둔 소비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
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의 식품소비는 가격대비 품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 가능
성도 고려하는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는 로
컬푸드 구입의 증가라든지 적극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
*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환경농어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
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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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원의 증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가치가 더해지는 공정무역 식품 구입 증가
등은 친환경식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임
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유경진 등, 2014).
친환경식품소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소진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동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식품을 선
택할 때 환경 친화적인 식품 선택을 중요시하고, 평상시 유기농 식품을 자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j 등 (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태도와 사회적인 책임 의
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종호(2016)의 연
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인지하고, 건강에 관심이 높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
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구매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여성들의 친환경식품 선택 동기와 태도를 분석한 김호석(2013) 등의 연구에
서는 건강관심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환경보
호는 소비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cEachern 등
(2002)의 연구에서도 유기농 식품의 구매 동기에 있어 이타적 동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식품안전 우려로 인
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 필수적인 일상재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는
위해요인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전상민(2014)의 연구에서
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질수록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경우가 식품위해 불안감과 친환경상품
구매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친환경 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소비가치와 친환경 수산물제품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강성호 등(2013)의 연
구에서는 정서적 소비가치와 사회적, 기능적 소비가치가 모두 친환경 수산물제품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소비자들의 내면에는 친환경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더불어 친환경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만족 뿐 아
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상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비가치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와의 관계를 연구한
윤효실 등(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소비가치 중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
치, 감정적 가치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의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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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관
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조사하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집단 간에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
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구문제 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
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조사한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편의성
추구성향
건강·절약
추구성향
식도락
추구성향

소비자
식품안전의식
소비자
환경의식

친환경
식품소비

<그림1>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구조모형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중에서 주구
입자 자료와 성인가구원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
품소비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식품구매행태, 식품선호도 변화, 식품정책에 대
한 만족도 등을 파악해서 농업 경쟁력 및 소비자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조사로, 2012년 인구 주택 총 조사의 조사구 (enumeration district, ED) 가구명부를
이용하여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추출 하였으므로 표본의 대
표성이 확보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
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식품 주구입자에 대한 조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19 ∼ 75세의 가구 내 식품 및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주구입자 3,0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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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3 측정도구
2017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구체적인 식생활 행태를 설명한 문항에 대해서 일치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할 수 있는 요인의 분
석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했고, 요인분류를 명
확히 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및 신뢰
도 검증결과 요인적재량이 0.4 이하이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5개 문항을 제외한 총 13개
문항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아이겐
값 1이상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각각 편의성추구요인, 건강·절약추구
요인, 식도락추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소비자식품안전의식은 3개 문항으로 농식품의 유통단계에서 유해요인에 대해 알
고 있는지 여부, 농식품의 보관방법 등을 알고 있는지 여부, 식품선택시 안전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
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소비자환경의식은 3개 문항으로 우리 농식품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식품소비는 3개 문항으로 친환경식품 및 국내산 또는 지역산 식재료
를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
다(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요인들의 각 요인들 간 내적 타당도를 나
타내는 Cronbach 알파 값은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 일반적 판단기준인 0.6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22.0)와 AMOS(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 유형화한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및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Chi-Squared 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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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
편의성
추구요인
건강·절
약추구요
인
식도락
추구요인
소비자
식품안전
의식
소비자
환경의식
친환경
식품소비

<표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Eigen cronbach's
문항내용
적재치 (설명분산) α
가정 간편식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종종 이용한다
.805
아침식사는 밥보다는 미숫가루나 빵 등으로 간단하게
.752
2.772
먹는 편이다
.752
.644
김치와 장류를 사서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21.32)
.598
식품 구입 시 절단 및 세척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408
다양한 맛을 원해 식단을 매번 바꾸는 편이다
식품 구입 시 사전에 구입할 목록을 작성하는 편이다
.709
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대비 품질 수준을 늘 체크하는
.680
2.493
편이다
.712
.622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는다
(19.18)
.606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유기농식품, 우수관리인증(GAP) 제품을 자주 이용한다 .597
.766
음식을 선택할 때 맛을 중시한다
1.706
.597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좋아한다
.622
(13.12)
.513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유해요인에 대해 .802
알고있다
2.933
농식품의 종류별로 안전한 보관방법 및 조리법을
.780
.686
(32.59)
알고있다
식품 선택 시 가격이나 맛보다도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684
고려하는 편이다
.722
우리 농식품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1.27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519
.706
(14.18)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662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농식품 구입 시 친환경 농식품의 가격이 비싸도
.786
구입한다
1.005
.742
.650
친환경 농식품 소비는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된다
(11.16)
국내산 또는 지역산 식재료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680
구입한다

참조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3개 요인의 전체 설명분산은 53.62%임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3,061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이 약 8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식품의 주구입
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평균연령은 약 51세로 60대 이상이 약 25%로 가장 많았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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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약 25%, 50대 약 23%, 30대 약 21%, 20대 약 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수
도권이 약 48%로 가장 많았고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강원권이
약 3%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약 44%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약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계의 월평균소득
은 400만원 미만이 약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00만원 미만, 500만원미만,
200만원 미만이 약 1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약 14%, 100만원
미만 약 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여부는 자가가 약 62%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절반 이상인 약 5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조사결과 식도락 추구요인이 평균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절약 추구요인 3.26점, 편의성 추구요인 2.98점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비자환경의식이 평균 3.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소비자식품
안전의식 3.41점, 친환경식품소비 3.41점으로 대부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의 사회ᆞ·인구학적 특성 차이 분석
4.2.1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의 분류 및 특성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요
인분석 결과 추출된 3개 요인을 가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군집수의 결정을 위해 나무그림(dendrogram)으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나무그림을 통해 결정한 3개의 군집수가 적절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의 수를 4개, 5개로 분류한 후 각 군집의 빈도수가 적절한지, 요인 점
수의 평균값을 통해 군집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지를 재확인하여 군집수를 3개로 결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군집의 수를 3개로 정한 뒤, 비계층적 군집방
법인 K개 평균연결법(K-Mean)을 실시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한 후, 3개의 군집이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분류된 것인지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
적으로, 군집별로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3개 집단은 <표3>과 같이 3요인의 특성에 의해 분류된 3개 집단에 담겨 있으
며, Duncan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먼저 집단1은 전체의
약 43%인 1.318명의 소비자로, 이들은 편의성추구요인이 가장 낮고, 건강·절약추구 요인은
중간, 식도락추구요인이 가장 높아 이들 집단을 ‘미식가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2는
1,082명의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소비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편의성, 건강·절약, 식도락추구요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적극적실천형’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3은 전체의 약 21%, 643명으로 집단 2와는 반대로 3개요인 모두
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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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61)
N (%)
변수
구분
변수
구분
M(SD)
강원권
남성
315 (15.0)
성별
대경권
여성
2728(85.0)
동남권
중졸이하
723 (20.6) 거주지역
수도권
고졸
1425 (44.2)
교육수준
충청권
대졸이상
913 (35.2)
호남권
20대
115 (6.1)
관리/사무/전문
30대
493 (21.5)
서비스/판매
연령
(M=51.4
40대
759 (24.5) 직업
농어업/단순노무
SD=12.61) 50대
848 (23.2)
주부
60대 이상
828 (24.8)
기타
100만원미만
296 (9.3) 자가여부
자가
200만원미만 536 (16.6)
기타
555 (16.9)
아파트
가계 월평균 300만원미만
총소득
400만원미만
590 (18.4) 주거형태
연립/다세대
500만원미만
511 (16.6)
단독주택
500만원이상
573 (14.7)
기타
소비자
편의성추구요인 2.98 (0.68)
식품안전의식
식생활
종속
변수
건강·절약
추구요인
3.26
(0.55)
소비자환경의식
라이프스타일
식도락 추구요인 3.41 (0.59)
친환경식품소비

참고 :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 수의 비중임.

N (%),
M(SD)
255 (3.2)
319 (10.1)
582 (15.6)
989 (48.2)
454 (10.9)
444 (11.6)
475 (17.3)
833 (27.7)
446 (13.4)
1203 (37.9)
104 (3.8)
2151 (62.9)
910 (37.1)
1624 (53.5)
471 (18.2)
945 (26.7)
21 (1.6)
3.47 (0.61)
3.85 (0.49)
3.41 (0.62)

<표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별 소비자 집단의 분산분석 및 Duncan test결과 (n=3,043)
군집
집단 1
집단 2
집단 3
미식가형
적극적실천형 식생활무관심형 분산분석
(F값)
요인
n=1,318(43.3%) n=1,082 (35.6) n=643 (21.0)
편의성
평균
2.88 (0.40)
3.60 (0.40)
2.11 (0.42) 2761.74***
추구요인
D
b
c
a
건강·절약
평균
3.11 (0.41)
3.71 (0.39)
2.80 (0.50) 1043.88***
D
b
c
a
추구요인
식도락
평균
3.40 (0.38)
3.86 (0.39)
2.66 (0.46) 1754.61***
추구요인
D
b
c
a
***

P < .001, 참고: 같은 문자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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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의 사회ᆞ·인구학적 특성 차이 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분류한 소비자 집단 간에 사회·ᆞ인구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4>와 같
이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
적으로 분석결과를 분포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50대 이하는 미식가형과 적
극적실천형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식생활무관심형의 비중이 약 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무관심형에 속한 60대 이상의 약
90%가 2인 이하 가구로 대다수 가구가 이미 가정생활주기 상 가정축소기에 접어들어 가정
확대기에 비해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
우 고졸과 대졸이상은 미식가형과 적극적 실천형에 속한 소비자가 많았지만, 중졸이하에서
는 식생활 무관심형 집단에 속한 비율이 약 41%로 고졸, 대졸이상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타 직군과 달리 농어업·단순노무 직군에서 미식가형과 식생
활무관심형 집단의 비중이 높아 다른 직군과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
균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소득구간은 모두 미식가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실천형, 식생활무관심형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약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인 여
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가여부,
주거형태의 경우에는 모두 미식가형에 속하는 소비자 가장 많았고,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
는 소비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만 약 35%로 식생활무관
심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미식가형과 적극적실천형
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 중졸이하, 농어업·단순노무, 강원
권,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단독주택 거주 소비자의 경우에는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에 속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2.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집단의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차이 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분류한 소비자 집단이 소비자식품안전의
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과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4>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먼저 소비자식품안전의식의 경우 적극적실천형 집단의 식품안전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고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식생활
영역에 있어 편의성과 경제성, 영양과 맛 모두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적극적실천
형의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과 의식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환경의식
의 경우에는 미식가형 집단의 소비자환경의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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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사회ㆍ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구분

항목

집단1
집단2
집단3
미식가형
적극적실천형 식생활무관심형
빈도(%),
빈도 (%)
빈도(%)
M(SD)
M(SD)
M(SD)
137 (43.5)
106 (33.7)
72 (22.9)
1181 (43.3)
976 (35.8)
571 (20.9)
59 (51.3)
43 (37.4)
13 (11.3)
214 (43.4)
240 (48.7)
39 (7.9)
352 (46.4)
320 (42.2)
87 (11.5)
375 (44.2)
313 (36.9)
160 (18.9)
318 (38.4)
166 (20.0)
344 (41.5)
273 (38.3)
143 (20.1)
296 (41.6)
651 (45.8)
506 (35.6)
264 (18.6)
394 (43.3)
433 (47.6)
83 (9.1)
217 (45.7)
216 (45.5)
42 (8.8)
373 (44.9)
325 (39.2)
132 (15.9)
173 (39.1)
104 (23.5)
165 (37.3)
511 (42.9)
415 (34.8)
266 (22.3)
44 (42.3)
22 (21.2)
38 (36.5)
105 (41.2)
23 (9.0)
127 (49.8)
145 (45.5)
70 (21.9)
104 (32.6)
233 (40.0)
246 (42.3)
103 (17.7)
412 (41.7)
455 (46.0)
122 (12.3)
245 (54.0)
129 (28.4)
80 (17.6)
178 (40.1)
159 (35.8)
107 (24.1)
91 (31.3)
57 (19.6)
143 (49.1)
230 (43.3)
125 (23.5)
176 (33.1)
252 (45.7)
184 (33.3)
116 (21.0)
248 (42.1)
242 (41.1)
99 (16.8)
223 (43.9)
230 (45.3)
55 (10.8)
274 (47.9)
244 (42.7)
54 (9.4)
907 (42.4)
720 (33.7)
512 (23.9)
411 (45.5)
362 (40.0)
131 (14.5)
720 (44.4)
673 (41.5)
228 (14.1)
212 (45.3)
176 (37.6)
80 (17.1)
377 (40.4)
223 (23.9)
333 (35.7)
9 (42.9)
10 (47.6)
2 (9.5)
3.42 (0.56)
3.72 (0.53)
3.16 (0.65)
b
c
a
3.81 (0.48)
3.87 (0.46)
3.87 (0.55)
a
b
b
3.34 (0.59)
3.65 (0.54)
3.17 (0.67)
b
c
a

남성
여성
20대
30대
연령
40대
50대
60대이상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
대졸이상
관리/사무/전문
서비스/판매
직업
농어업/단순노무
전업주부
기타
강원권
대경권
거주지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자가여부 자가
기타
아파트
주거형태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기타
소비자식품안전
의식
변수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 P < .01, *** P < .001
참고: 반올림으로 인하여 총 100%가 아닐 수 있음,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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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2 (F)
0.857

34)2.830***
298.367***
155.424***
290.058***

295.381***
35.486***
159.598***
203.791***
5.510**
153.675***

데,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로 찾아다니는 소비자의 경우 자원절
약과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다소 무관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
경식품소비의 경우 적극적실천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미식가형, 식생활무관심형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재료의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맛과 영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는 친환경식재료를 구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및 친환경식품소비에 미치
는 영향 구조분석
4.3.1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
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요인의 측정항목 전체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값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산출하였
다.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값을 확인한 결과 0.5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하였으며, AVE값은 0.5 이상, CR값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확
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일부 AVE 값이 기준치에 다소 못 미치지만 CR 값은 모
두 기준치에 부합하므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 간의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평균분산추출
값(AVE)의 제곱근 값과 상관계수값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6>과 같이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값 보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GFI, AGFI, IFI, CFI 값은 0.9 이상, RMR, RMSEA 값은
0.08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분석결과 GFI=.924, AGFI=.901,
IFI=.860, CFI=.859, RMR=.037, RMSEA=.063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Fornell, Larcker, 1981; Bagozzi, Yi,) 본 연구에서 일부 변수의 AVE 값 및
적합도지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특정 항목의 수치보다는 종합
적 수치로 판단하였고 연구모형의 현실적 시사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채택가능 한 것으
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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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검증
잠재
변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편의성
추구요인

표준화 표준
측정변수 경로
계수 계수 오차
편의성1
1
0.59
편의성2 0.92 0.59 0.04
편의성3 1.39 0.70 0.05
편의성4 1.19 0.64 0.05
편의성5 1.02 0.57 0.04
합리성1
1
0.61
합리성2
0.952
0.60
0.04
건강·절약 합리성3 0.879 0.60 0.04
추구요인
합리성4 0.720 0.53 0.03
합리성5 0.754 0.54 0.03
식도락1
1
0.64
식도락
식도락2
0.58
0.42
0.03
추구요인
식도락3 1.25 0.71 0.04
1
0.60
소비자식품 안전의식1
안전의식2
1.08
0.64
0.04
안전의식 안전의식3 1.19 0.72 0.05
책임의식1 1
0.67
소비자
책임의식2
0.70
0.51
0.04
환경의식 책임의식3 0.63 0.39 0.04
1
0.67
친환경식품 친환경소비1
친환경소비2
0.75
0.59
0.03
소비
친환경소비3 0.83 0.6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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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값
25.08***
28.08`***
26.60***
24.44***
24.90***
25.12***
22.95**
23.13**
18.90***
28.88***
24.71***
26.02***
16.88***
14.59***
23.94***
24.04***

개념
신뢰도
(C. R)

평균
분산
추출값
(AVE)

0.77

0.40

0.79

0.43

0.74

0.49

0.79

0.55

0.71

0.46

0.74

0.49

<표6>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검증
편의성 건강·절약 식도락 소비자 소비자
친환경
추구 추구요인 추구 식품안 환경의식 식품소비
요인
요인 전의식
편의성
1.00
추구요인 [0.635]
건강·절약 0.462 1.00
추구요인
[0.658]
식도락
1.00
추구요인 0.553 0.479 [0.701]
소비자식품 0.302 0.413 0.305 1.00
안전의식
[0.742]
소비자
1.00
-0.080 0.146 0.089 0.260 [0.674]
환경의식
친환경
1.00
식품소비 0.237 0.388 0.229 0.442 0.296 [0.701]

평균
(표준편차)
2.98
(0.6842)
3.26
(0.5552)
3.41
(0.5975)
3.48
(0.6127)
3.85
(0.4953)
3.42
(0.6231)

참고: 모든 상관계수는 α=0.001에서 유의함, [ ]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양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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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2527.491

df

194

<표7>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GFI AGFI IFI
CFI
0.924 0.901 0.860 0.859

RMR
0.037

RMSEA
0.063

4.3.2 구조모형 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8>, <그
림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의 추정을 위해 최
대우도법(ML: Maximu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²= 2,742.310(df=198), RMR=0.040. GFI=0.918. AGFI=0.895. NFI=0.837. CFI=0.847.
RMSEA=.0.065로 전반적으로 자료가 연구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건강·절약추구성향과 식도락추구성향은 소비자식품안전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편의성추구는 소비자식품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강·절약추구성향은 소비자식품
안전의식에 강한 정적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양과 건강을 고려하고 경제적
이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수록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편의성추구성향은 소비
자환경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건강·절약추구성향과 식도락추구성향은
소비자환경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성
추구성향은 소비자환경의식에 강한 부적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생활에 있어
간편식 등의 이용이나 포장된 반조리 식품의 구입을 개의치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록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식품안전의식과 소비자환경의식은 모두 친환경식품소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환경의식에 비해 소비자
식품안전의식이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자원과 환경에 대한 당위적인 의식보다 개인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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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준화된 표준오차
경로
경로계수
편의성추구 → 소비자식품안전의식
-0.069
0.04
건강·절약추구 → 소비자식품안전의식
0.599
0.04
식도락추구 → 소비자식품안전의식
0.142
0.06
편의성추구 → 소비자환경의식
-0.784
0.07
건강·절약추구 → 소비자환경의식
0.509
0.05
식도락추구 → 소비자환경의식
0.424
0.08
소비자식품안전의식→친환경식품소비
0.611
0.04
소비자환경의식 → 친환경식품소비
0.296
0.03
모형적합도 : Chi-square(df)=2742.310(198)*** RMR=0.040
GFI=0.918, AGFI=0.895, NFI=0.837, CFI=0.847, RMSEA=0.065

t값 검증결과
-1.265
12.813*** 채택
2.154*
채택
-9.598*** 채택
9.535*** 채택
4.676*** 채택
18.624*** 채택
9.812***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편의성1
편의성2
편의성3
편의성4
편의성5
건강.절약1
건강.절약2
건강.절약3
건강.절약4
건강.절약5
식도락1
식도락2
식도락3

.59
.59 편의성
.70
.64 추구요인
.57
.61
.60.60
.53
.54
.64
.42
.71

안전의식1 안전의식2 안전의식3

..60

.64 .72

소비자식품
안전의식

.59***

건강·절약
추구요인 .50*** -.78***

.14*
식도락
추구요인

.42**

소비자
환경의식

.67

친환경
소비1
.67
친환경
친환경
식품소비 .59 소비2
친환경
.60 소비3
.29***

.61***

.51 .39

책임의식1 책임의식2 책임의식3

<그림2>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구조모형 검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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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
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한 결과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는데, 이는 미식가형, 적극적실천형, 식생활무관심형이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
체로 50대 이하는 미식가형과 적극적실천형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식생
활무관심형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고졸이상의 소비자 집단은 미
식가형과 적극적 실천형에 속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았지만, 중졸이하에서는 식생활 무관
심형 집단에 속한 비율이 고졸, 대졸 이상에 비해 높았다. 직업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직군에
서는 미식가형과 적극적실천형 집단에 속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농어업·단순노무 직군에
서는 미식가형과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타 직군에 비해 높아 다른 직군과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
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구간은 모두 미
식가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실천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다음 순으로 나타
났지만, 1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에는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약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외에 자가여부, 주거형태의 경우에도 대체로 미식가형에 속하는 소
비자 가장 많았고, 식생활무관심형에 속하는 소비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 소
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의 경우 적극적실천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소
비자환경의식의 경우에는 미식가형 집단의 소비자환경의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친환경식품소비의 경우에는 적극적실천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식품안전의식, 소비자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식품안전의식에 미치
는 영향의 경우 건강·절약추구성향과 식도락추구성향은 소비자식품안전의식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편의성추구는 소비자식품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환경의식에 미치
는 영향의 경우 편의성추구성향은 소비자환경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건강·절약추구성향과 식도락추구성향은 소비자환경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식품안전의식과 소비자환경의식은 모두 친환경식품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무관심형 집단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60대 이상, 중졸이하, 농어업·단
순노무직군,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단독주택 거주 소비자의 비중이 높았다. 즉 식생활무
관심형 집단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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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의식 수준과 친환경식품소비 수준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때 이들 집단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가 경제적 취약
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서 이 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건강·절약추구요인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환경
의식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건강동기가
공통적으로 식품안전우려, 환경에 대한 관심, 계획적 식생활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Michaelidou 등, 2008; 김효연 등, 2015,
한동여 등, 2016; 김경희, 2010; 최경하 등, 2010). 반면 편의성추구요인은 식품안전의식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환경의식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품
구입 시 시간을 절약해 주는 식품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고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식생활에 있어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환경을 생각
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식품포장재의 개발과 과다한 식품포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환경의식이 친환경식품소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친환경 제품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전상민,
2014; 박소진 등, 2007; Fraj 등, 2007; 이종호, 2016) 맥을 같이 한다. 즉 개인의 건강을 생
각하는 이기적인 동기와 타인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동기 모두 친환경식품소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 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식품 마케
팅전략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임을 강조하는 전략과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착한 소비임을 강조하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식품정책 관련자들과 소비자 교육가들에게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환경의식, 친환경식품소비 간의
관계를 밝혀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아가 본 연구는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소비자의 최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친환
경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개발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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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and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Food Consumption Life Style of Main Food Buyer
Kim, Sook* · Huh, Kyungok**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the consumers who showed similar food consumption lifestyle
using the data of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7'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consumption lifestyle and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and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food consumption lifestyle, the Korean consumer group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ourmet type,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and eating
indifference type.
Second, according to the food consumption lifestyle,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general, young people were more distributed in
gourmet type and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But In the elderly over 60 years old,
the proportion of eating indifference type was high. In the case of education level, there
were many gourmet type and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in high educational level
group. But In the middle school and below, the proportion of eating indifference group
was high. In the case of occupation, gourmet type and eating indifference type in the
agriculture and simple labor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In the
residential area, there were more eating indifference type in the Gangwon-do area than
the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home
ownership, and residence type were in the order of gourmet type, active eating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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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it type, and eating indifference type, but the proportion of eating indifference type
was high only in the case of less than 1 million won group and housing group.
Third,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showed the highest level in the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and lowest in the eating indifference type.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of the gourmet type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and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was the highest in the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Fourth, among the food consumption lifestyle, health and saving pursuit propensity,
gourmet pursuit propens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but convenience pursuit propensity did not affect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In addition, health and saving pursuit propensity and gourmet
pursuit propen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but
convenience pursuit prop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Finally,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and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both had a positive effect on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keywords : food consumption lifestyle, consumer food safety recognition, consumer
environment recognition,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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