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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 소비패턴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인구구조의 고

령화 등의 사회구조 인 변화 속에서 고 화,간편화,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식문화로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주식인 을 포함한 탄수화물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수산물

과 육류를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더불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과 일본과

더불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하나로 수산물은 우리

식품 소비생활에 있어 요한 품목이며, 차 식생활에서 큰 비 을 차지

할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식량자원으로써 수산물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는 시

에서,수산식품에 한 소비 패턴 소비자 인식도 변화에 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수산물 소비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성별,거주지,소득,세 ,가족 수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 인 요인만으로

수산식품 소비 패턴을 분석한 사례가 다수이다. 한,수산물 소비 실태

를 수산물 에서도 복,어패류,활어회,수산물 가공식품,생선회,안동

간고등어 등과 같이 특정 품목을 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부분으로 수

산물 체를 포 하는 없다는 에서 한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수산물 식품 소비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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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된 바 없었던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이라는 잠재 요인 변수들을

생성하여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소비자 유형별로 수산물 소비에 있

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더불어,수산물 한 특정 품목에

을 맞춘 연구가 아니라 반 인 수산물 모두를 고려한 분석이며,특

히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체계를 축산물 비로 분석하 기 때문에 육류

공 에 의해 수산물 소비가 증가· 축되는 실정을 반 할 수 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이를 해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2013년도 시행한 식품소비행태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시도하여 소비자를 분류하 으며, 한 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해 순 로빗 분석을

시도하 다.

분석결과,다음과 같은 시사 이 도출되었다.첫째,해안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소비자가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수산물을 선호하

는 것으로 도출되었다.둘째,연령이 높을수록 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

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한 방안으로 축산물에 비해서는 수산

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가 없

는 가구에서보다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미성년 자

녀가 수산식품을 기피한다는 이외에도 일본 방사능 사건 이례로 소비

자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자녀 건강에 미치는 악 향에 한 우려가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넷째,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에서는 축산물

비 수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수

산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 로 제시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우선 으로 수산물 소비 확 를 해서는 소비자의 연령수

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시키고,세분시장별 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한 간편성 실용성을 가장

요한 속성으로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에서 수산물 소비가 하게 낮게

도출된 을 비추어보았을 때,빠르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개발이 수산물

소비확 에 있어 가장 효과 인 마 략이라고 할 수 있다.더불어 수

산물이 안 하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인지에 한 여부의 인식이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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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을 고려할 때 수산물 소비확 를 도모

하기 해서는 소비자가 수산식품을 안 한 식품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 생법과 품질 리법 등을 비롯한 련 법규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

다고 여겨진다.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상 품목과 업체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가며,이에 한 극 인 홍보를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증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에 있어 성별,연령,자녀의

유무상태와 더불어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주지시킴으로써,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수산물 제품 개발과 소비 진

을 도모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주요어: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수산물 선호도,소비자유형

학번:2013-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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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차 고 화,간편화를 추구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사회 인 변화로 인해 주식인 을 포함한

탄수화물 식품에 한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육류와 수산물을 비롯

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한 수요 증가 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식품수 표(2013)조사

결과에 따르면,단백질 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

면 곡류에 지 비율의 경우 77.90%에서 6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며 우리나라의 식품구조가 탄수화물 주의 식단에서 차 동물성 단

백질 주의 식단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 원으

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백질 섭취량의 주요 원식품 상 내에 육류

를 표하는 4개 품목(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리고기)과 함께 수산물

로 어류 품목(오징어,멸치,명태/동태,고등어)등이 포함돼 있어 수산물은

육류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 인 동물성 단백질 공 원인 것을

알 수 있다(박정아 2014).어패류나 해조류 등의 수산물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식량자원으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일본

국과 더불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으로 가장 많은 국가 의

하나이다.특히 2000년도 후반 이후부터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을 추구하

려는 로하스(LOHAS;lifestylesofhealthandsustainability)열풍으로 건강에

한 사회 반의 심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학자 매체를

통해 건강식품으로 보고된 수산물의 소비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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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박정아 2014).

이처럼 우리의 식생활에서 수산물은 요한 단백질 공 원이며 차

식생활에서 큰 비 을 차지할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이에 한 소비패

턴 소비자 인식도 조사 분석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국내 연

구로는 수산물 소비 실태를 특정 품목을 상으로 분석한 사례가 많으며,

이들 연구들은 수산물 에서도 복,어패류,활어회,수산물 가공식품,

생선회,안동간고등어 등 특정 품목에 한 수산물 소비 실태 연구를 다

루어 체를 포 할 수 없다는데서 한계 이 있다.특히 기존 수산물 식

품 소비실태 분석에 있어서는 재 식품에서 가장 요한 트 드인 식품

소비 라이 스타일을 용하여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는 효과 인 시장세분화 기 이 되

며,소비자의 생활상 변화를 알려 으로써 소비행동이나 구매행동 변화

동향을 측,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채서일 1992;박성

연 1996;김훈외 1999;서정원 외 2010;안병일 외 2014) 한 라이 스

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특성을 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구체 으로

악할 수 있고,마 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서정원 외 2010;안병일 외 2014).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

향으로 분류된 소비자 유형별 수산물 소비 행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 을 두었다.수산식품 소비패턴이 어떻게 유형화되며 어떤 요

인에 따라 소비패턴이 다르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수산업뿐 아니라

나아가 식품 련연구에 있어서 요한 분석의 하나라고 단된다.소비자

들의 수산식품 소비행태를 유형화해 살펴 으로써 재 식생활소비가 어

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이를 통하여 달라진 식품소비 환경 속에서 수산식품에 한 소비 패

턴 소비자 인식도 변화를 악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수산물 제

품 개발과 소비 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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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유형별

수산물 선호도를 으로 분석하며,이를 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 분

석을 시도하 다.첫째,수산물 선호도에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이라는 변

수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소비행태자료(2013)의 문항1)을 토 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식품소

비 라이 스타일이라는 잠재 요인 변수를 생성한다.

둘째,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상 가구

의 소비패턴 유형을 살펴보며,소비자 유형별 인구통계학 인 차이를 살

펴본 후, 반 인 식품 소비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세부 으로

는 분류된 소비자유형별 수산물과 육류의 소비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다.

셋째,분리된 군집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패턴 유형의 결정요인을

악하고 그 향력을 확인하기 해서 순 로빗 모형을 실시한다.순

로빗 모형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면서 순 를 가질 때 사용되며,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로빗 함수를 통해 확인하기 한

통계 기법 하나이다.

1) 식생  라 프스타 에  식 매 향 1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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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행연구 검토

1.수산식품 소비에 한 연구

수산물 소비에 련된 국내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한국해양수산개

발원(2012)은 수산식품 소비의 결정요인을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을

두어 분석한 후 수산식품에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 으며,이계임(2007)

은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 수요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식품소비지

출 트 드를 연령과 세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은 세 일수록 어

패류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을 보 다.박성쾌,김민주(2009) 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수산식품 소비 패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수산

물 소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거주지,소득,세 ,가족 수,나이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 인 요인을 주로 이용하 다.그러나 이들 연구들

은 성별,거주지,소득,세 ,가족 수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 인 요인만

으로 수산식품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한계 이 있다.

김 태 외(2008)는 복이라는 식품에 한하여 인구사회 인 요인이 선

호도,구매횟수,소비의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순서 로짓 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장 수,임경희(2000)는 국내 수산물 소비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을 목 으로 수산물 에서도 주 품목인 어패류에 한정하여,도

시가구의 가정내 어패류 소비의 특성에 해 연구하 다.백은 (2010)은

활어회 구입 시 요하게 고려하는 8가지 요인을 통하여 활어회의 선호도

가 비슷한 소비자를 군집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 으며,집단 특성에

따라 활어회의 소비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이외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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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가공식품(김종성 2011)생선회(김배의 2005),안동간고등어(신재원

2013)등 반 인 수산물에 한 소비행태분석이기보다는 특정 품목에

하여 수산물 소비 실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

정 품목에 한 수산물 소비 실태 연구를 다루어 체를 포 할 수 없다

는데서 한계 이 있다.

2.식품 소비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

사회학자인 MaxWeber와 정신분석학자인 AlfredAdler에 의해서

두된 라이 스타일의 개념을 마 분야에 처음 소개한 William

Lazer(1963)은,라이 스타일이란 체 는 사회의 한 부분의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갖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성 인 생활양식이라고 하 다(안병

일 2014).라이 스타일의 개념에 해서는 연구자의 분석 목 과 심

수 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 으로는 사회 체

는 특정 부분이 지니고 있는 차별 이고 특징 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개인의 행동양식에 따라 주 의미와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라이 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에 해서는 객 인 의미를 지니는 복합

인 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서성한 외 2005).

라이 스타일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태도,신념 외

부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로 바뀔 수 있으며 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한 속도로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표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수시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김옥경 2010). 기에는 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 체를 아우르는 라

이 스타일을 분석하 으나,최근에는 식생활,의생활 등 보다 구체 인

분야에서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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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와 련된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안

병일 (2014)은 라이 스타일에 따른 세분화된 소비자 유형을 악하고,특

정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이 가공식품 지출액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최수일 외 (2007)는 실버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구매 만족도가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이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베이커리 이용행태,커피 문 선

택,와인 선택,농식품 쇼핑몰 이용형태(노채 2005;이혜원 2010;승혜숙

2005;원 은 2010;서정원 2010)등 다양한 품목과 련하여 식생활 라이

스타일이 이들 구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3.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이라는 잠재 요인 변수들을 생성하

여 소비자 유형을 구분하고,소비자 유형별로 수산물 소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특히,기존 수산물 소비실태를 분석한 선

행연구에서는 시도된 바 없었던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을 수산식품 부문

에 용하여 분석하 다.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식

품소비 라이 스타일의 향력을 밝히고자 시도하 다는 에서 본 논문

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이 스타일의 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소비에 향을 미치면서 소비자 행동에 향을

주는 변수로서 종래의 인구통계학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었던 소

비자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Markin,1974).

더불어,수산물 한 특정 품목에 을 맞춘 연구가 아니라 반

인 수산물 모두를 고려한 분석이며,특히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체계를 축

산물 비로 분석하 기 때문에 체 계에 있는 수산물과 육류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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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박정아,2009;김 태·박상우·정명태,2012)육류 공 에 의해 수

산물 소비가 증가· 축되는 실정을 반 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제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을 설

명하고,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선행연구 식생활 라이 스

타일이 식품 구매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제 2장에

서는 반 인 식품 소비 황에 하여 알아본 후,좀 더 세부 으로 수

산물 소비 황에 해 분석한다.제 3장에서는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와

결정요인분석에 사용될 요인분석,군집분석 순 로빗의 이론 배

경에 해 살펴 본 후,본 연구에서 사용될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식품소

비행태의 자료에 해 설명하고 순 로빗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생성

방법과 기술통계량 값을 제시한다.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소비자 유형화 결과를 보여 후 이를 바탕으로 순 로빗 분석을 시행

하여 수산물 선호도의 결정요인에 한 결과 값을 도출하고 이에 해 논

의한다.마지막 제 5장에서는 도출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

과 결론과 함께 본 논문의 한계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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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황

1.우리나라 식품 소비 황

우리나라 식품 소비의 특징을 보면 1980년 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라

주식인 곡류와 채소류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 으나 1990년 부터 이들의

소비가 감소하는 신 동물성 단백질원인 육류와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표 1-1>은 1인당 연간 식품 품목별 공 량2)변화를 나타내며

을 포함한 곡류의 경우 1990년 이례로 지속 으로 공 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반해 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는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해조류3)는 1990년 비 2013년 5.7kg에서

17.1kg로 약 세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한 사회 반의 심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곡류 175.4 173.1 166.8 150.5 145.1 144.5 146.8 139

120.8 110.6 97.9 83.2 81.5 80.6 79.4 77.8

채소류 132.6 160.6 165.9 145.5 132.2 154.6 139.2 146.5

과실류 29 39.1 40.7 44.7 44.2 46.7 46.2 47.5

육류 23.6 32.7 37.5 36.6 43.5 44.4 46 49.2

어패류 30.5 33.4 30.7 39.9 36.5 37.1 38.3 36.4

해조류 5.7 11.7 6.1 9.6 14.7 15.7 15.9 17.1

<표 1-1>1인당 연간 식품 품목별 소비량 변화

(단 :Kg)

료: 한 경 연 원 식 수 (2013)

2) 내에 통 는 공 량  비량  보고 함.

3) 해 는 병, 비만 에  것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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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학 근을 해 <표 1-2>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소 섭취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탄수화물 섭취량은 지속 으로 어들

고 있는 것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단백

질 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비율은 1982년 32.60%에서 2013년 44.50%으

로 크게 증가하 다.이는 식품 소비패턴이 곡물 등의 탄수화물을 주로

소비하고 있었던 식습 에서 벗어나 육류,수산물 등의 단백질 식품 주

의 식단으로 환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1982 1990 1998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에 지
(kcal) 1,991 1,868 1,985 2,016 1,810 1,838 1,885 2,051 2,045 1,994 2,074

단백질 67.40 78.90 74.20 75.80 65.40 65.80 67.50 74.00 73.60 72.40 73.70

지방 21.10 28.90 41.54 46.00 37.70 38.80 39.90 44.80 44.20 45.20 47.70

탄수화물 380.70 316.00 325 307 289 293 301 321 3,245 311 313

칼슘 466 517 511 553 462 476 492 530 518 502 507

비타민A 1,676 1,662 625 782 711 721 769 806 815 864 718

비타민
C

76.00 81.20 123.10 98.20 92.80 96.30 100.40 106.00 105.70 105.30 92.90

동물성
단백질비
(%)

32.60 39.80 48.00 42.40 46.00 45.50 45.80 48.00 48.10 48.80 44.50

곡류
에 지비
(%)

77.90 65.80 58.50 64.30 67.00 67.00 66.80 66.10 66.40 65.60 65.00

<표 1-2> 양소 섭취량(1인 1일당)

료: 림  림수산식 주요통계 (2012)

이와 같이 육류,수산물은 단백질원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식품

으로 볼 수 있다.<그림 1-1>은 동물성 단백질원인 수산물 축산물의

소비동향을 비교해 나타내었다.육류와 수산물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산물과 육류의 소비량이 유사했던 은 있지만 수산물이 반

으로 육류에 비해 많이 섭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수산물이 육

류 비 상 으로 렴한 지방 고단백질 고 원일 뿐만 아니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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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증 에 따라 활어 등 고 어종에 한 수요 역시 크게 증 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연간 1인당 수산물 축산물 소비동향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식품수 표(2013)재구성

<표 1-3>은 수산물의 소비량과 자 률을 나타내는 자료로,앞선 그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산물의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다.하지만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

률4)이다.환율의 하락과 수입 장벽의 완화로 많은 식품들의 수입이 증가

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 률의 변화는 요하다.육류의 경우,자 률

이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에 반해 수산물의 경우 자 률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는 재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선택함에 있

어 안 성을 우선 시 함에 따라 국산 수산물을 수입산에 비해 더 선호해

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4)  수산  비량 비  수산  생산량에 한 비  나타낸 수 , 수출

 동향  추 할 수 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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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량

수산물 49.5 56.5 56.5 54.9 49.8 51.3 53.5 54.9

육류 32.1 33.6 35.8 35.6 36.8 38.8 44.2 46

80.7 78.8 76.9 75.8 74 72.8 80.6 79.5

수산물 자 량 69.2 69.2 79.1 80.8 83 77.9 81 75.3

육류 자 량 74.5 72.2 71.5 71.7 73.5 72.6 61.2 -

<표 1-3>수산물 소비량(연간 1인당)과 자 률

(단 :Kg)

료: 한 경 연 원 식 수 (2013)

주: 2013  식 수 료는 2015  9월 공  어  본 연 에  

2.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황

<표 1-4>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품종별 어업생산량을 나타낸다.수산

물의 생산량은 소비에 견인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생산량 황이 재

수산물소비의 트 드를 변하기도 한다.2011년을 기 으로 보면, 체

생산량은 어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조류,그 다음으로 패류 순으로

나타났다.추세를 심으로 보면,어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조

류의 생산량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본 으로

해조류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가 방사능의 체내

유입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많은 수요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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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합계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
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1990 3198 1,822 435 112 346 42 442

1995 3348 1,695 405 120 421 35 671

2000 2514 1,280 300 83 428 36 387

2005 2714 1,265 409 92 295 16 636

2006 3032 1,261 474 110 392 17 778

2007 3275 1,330 555 124 432 23 811

2008 3361 1,448 428 126 402 23 935

2009 3182 1,425 421 133 312 24 870

2010 3112 1,331 440 147 256 23 915

2011 3256 1,356 467 130 269 28 1,007

<표 1-4>연도별 품종별 어업생산량

아래의 <그림 1-2>은 가구별 수산물 조달 비 을 나타내었다.가구별

수산물 조달 비 은 소비측면에서 바라본 수요량을 의미하며 조사결과,

생선류,해조류,건어물,연체류,조개류,갑각류 순으로 앞선 생산량 황

과 유사한 비 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가구별 수산물 조달 비 비교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식품행태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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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인 곡류와 채소류의 소비

가 감소하는 신 동물성 단백질원인 육류와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었다.육류와 수산물의 소비량은 유사했던 은 있지만 수산물이 반

으로 육류에 비해 많이 섭취되고 있었으며 육류와는 달리 수산물의 자

률은 증가되고 있었다.수산물 가장 많이 섭취되는 품목은 어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조류,그 다음으로 패류 순으로 나타났다.추세를

심으로 보면,어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조류의 생산량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조류에 한 건강에 한

인식이 증진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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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모형 자료

제 1 분석 모형

1.군집분석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분류하기 해선 우선 으

로 의미 있는 변수들 간의 요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요인분석이란

문항이나 변인들 간의 상호 계를 분석하여,상 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

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

방법이다.

다음은 규명된 요인을 심으로 군집분석이 이루어진다.군집분석

(ClusterAnalysis)은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의 유사도를 이용

하여 동질 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으로서,다양한 모집단을 몇 개의

동질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내에 있는 공통된 특성을 분석하고,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체들 간에는 서로 유사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송민경 2010,박진우 2015).통계 군집방법은 크게 계층 방법

(hierarchicalclustering)과 분할 방법(partitioningclustering)으로 분류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유형을 악하기

해서 k-평균 군집분석(K-meanclusteranalysis)5)을 사용하여 소비자

를 유형화하 다.이 방법 최 분리 군집분석의 표 인 방법으로 찰

5) K-평균 집  집  수  미리 하고, 각 개체가 어  집에 하는 지  

하는 법  량   집 에 용하게 용 는 법 . 본 연 에 는 

찰  수가 큰 경우 효  용 는 법  K-평균 집  통해 비  

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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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 기 하여 주어진 정기 을 최 화하는

최 분리기법은 식(1)과 같다.

(1) 
  




∈




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객체들의 제곱오차를 합한 것이며 p는 주

어진 객체를 뜻하는 공간의 ,는 군집 의 평균을 의미한다.분석

차는 군집의 평균이나 심 값으로 객체들에서 k를 임의로 추출하고 남

겨진 객체들은 객체와 군집 평균에 기 하여 가장 가까운,유사한 군집에

할당이 된다.다음으로 각 군집 내에서 새로운 평균을 구하게 되고 의

과정을 임계 값이 기 함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2.순 로빗 모형

소비자 i의 효용함수를 함수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모형에 의해 설명가능한 부분이고,반면 는 설명이 불

가능한 확률 인 부분이다.그러나 의 소비자 선택문제에서 는 실제

로 연구자가 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측이 가능한 변

수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표 할 필요가 있다.수산물의 구매 빈도를 

라 할 때,이는 수산물 구매빈도 증가로 얻는 효용증가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이 추가 인 효용증가분을 라 하면 수산물 구매빈도에 한 소

비자선택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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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에서 는 소비자 i가 수산물을 구매했을 때의 효용을 나타내며,

는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용을 뜻한다.소비자 i는

≤ 이라면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0), ≺ ≤ 이라

면 수산물을 가끔 구매하고( =1), ≤ ≤이라면 이 보다 더 자주

구매할 것이며,≻이라면 구매빈도를 더욱 늘릴 것을 알 수 있다.

한,여기서 는 구매빈도에 응하는 임계치(thresholdparameter)로 수

산물의 구매빈도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의 증가분이 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큰 값을 의미하며,모형의 추정과정에서 다

른 라미터와 함께 추정된다.

선택할 수 있는 구매빈도의 가짓수를 J라 할 때 수산물의 구매빈도에

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문제를 나타내는 식(2)를 다음과 같이 확률형태

로 표 할 수 있다.

(3)         ≤ 

    ≺     ≤  

     ≺     ≤  

⋮

       ≤   

이때   가 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의 확률

형태는 순 화된 로빗모형(orderedprobitmodel)이 된다.순서형 로

빗모형은 표 정규분포의 오차에 의존하고,순서형 로짓모형은 무작

오차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모형이다.하지만 결

과 으로 이 두 모형의 분석결과들 사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빗 모형을 이용할 것이다.순 화된 로빗모

형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우선 을 효용증

가분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벡터 X와 잔차항 의 함수로 표 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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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식 (4)로부터 소비자 i의 수산물에 한 구매 빈도가 j범주에 들어갈 확

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5)          ≺      ⋯ 

여기서 는 표 정규분포의 확률 도함수를 나타낸다.순 화된

로빗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Estimation)에 의해 추정되

는데 식(5)에 응하는 우도함수와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6) 
  




  



     
 

log 
  




  



log     

다른 확률모형에서처럼 순 화된 로빗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구매빈

도별 확률 측치와 설명변수의 구매확률에 한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

다.한계효과는 설명변수가 연속변수인가 아니면 더미변수인가에 따라 달

라지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7) 

  
    

∆

∆  
           

여기서 는 표 정규분포의 확률 도함수를 의미하며,더미변수형태의

설명변수에 한 한계효과는 더미변수 각각의 값에 계산된 확률 측치의

차이로써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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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수산물 소비트 드 분석을 해 한국농 경제연

구원(이하 KREI)이 2013년에 수행한 “소비자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를

사용하 다.KREI의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조사

조사구 가구명부를 표본추출 임으로 사용하여 층화추출방식으로

추출된 표성 있는 표본이다(김성용,2014).조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총 3,018개 일반가구의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와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상으로 하 으며,식품 주 구입자는 면 면 조사,가구 구성원은 자기

기입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조사항목 내용은 가구 내 식품/식자

재 주 구입자용 설문,가구구성원 성인용 질문,가구 구성원 청소년

용 설문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식품군별 구매행태,식품 련 제

도,정책의 인지도 가구 개인의 인구사회 특성에 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련된 문항과 함께 수산물·

육류 소비행태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내 식품/식자재 주 구

입자 3,018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설

명변수는 아래와 같이 원자료로부터 생성하 다.

① 인구 사회 특성:성별,연령,학력(고졸 이하, 졸 이상)

② 가구정보 특성:거주지(16개 시·도),가구구성(자녀유무),소득수 ,질병유무

③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향

17개 항목으로 도출해 낸 4개의 요인( 극성,건강추구,가격추구,간편성)

을 바탕으로 시행된 군집분석의 결과에 해당하는 4개 유형의 군집을 추정

하여 이용함.

한,수산물의 구매여부 는 구매한다면 얼마나 자주 구매할 것인가

에 한 결정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구매 는 구매 증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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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그 지 않을 경우에 비해 크다면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는 구매

하는 횟수를 늘릴 것이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의 수산물 구매빈

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 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었으며,이는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 체계를 3단계 순서로 반 한다.

①수산물에비하여육류를조 더많이먹거나육류를더많이먹는편이면   

② 수산물과 육류를 먹는 빈도가 비슷하다면    

③육류에비하여수산물을조 더많이먹거나수산물을더많이먹는편이면   

분석에 사용된 유형별 설명변수의 생성방법과 기술통계량 값은 <표 1-1>과

같다.먼 앞서 언 한 3단계 순서로 설정된 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를

보면,표본 소비자의 36%가 수산물 비 육류를 선호한다고 답하 고,약

33%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육류 수산물에 한 선호도가 비

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약 29%의 소비자는 육류 비 수산물을 선호한

다고 응답하여 수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육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고

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소비자 유형의 경우에는,표본

소비자의 약 31.94%가 식품소비에 있어 건강 인 측면을 가장 요하게

여기는 Ⅲ군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는 간편성을 추

구하는 Ⅱ군집(26.64%),식단의 다양성을 요하게 여기는Ⅰ군집(25.65%)

식생활 문화에 심이 없는 소비자 유형인 Ⅳ군집(15.77%)의 순서

다.

식품 주 구매자 가운데 86.7%가 여성이며,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 은

26%,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는 표본 소비자의 약 26%에 달하

다.11개의 응답구간6)으로 설정되어있던 월평균 가구소득수 의 경우,

1(99만원 이하),2(100∼199만원),3(200∼399만원),4(400∼599만원),5(600

만원 이상)의 다섯 개의 구간으로 변경하여 분석하 다.분석결과 약

6) 원 료에  득 , ①99만원 미만, ②100~199만원 ③200~299만원 ④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500~599만원 ⑦600~699만원 ⑧700~799만원 ⑨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1,000만원 상   11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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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의 소비자가 200∼399만원의 범 에 속해있으며,그 다음으로는 99만

원 이하(28.03%),100∼199만원(18.06%),400∼599만원(16.40%) 600만

원 이상(4.79%)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거주지의 경우 16개의 시도로 분류하여 조사하 으며,표본 소비자의

11.80%가 경기도,11.37%가 서울,7.16%가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다음으로는 경북 6.9%,경남 6.9%,강원도 6.69%,충남 5.63%,인

천 5.6%, 북 5.57%, 남 5.3%, 구 5.2%,충북 4.97%, 주 4.7%,

4.6%,울산 4.4%로 나타나 모든 지역의 소비자가 비교 고르게 조사

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98%로 조사되어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연령의 경우 1921년부터 1995년까지 소비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된 출생연도문항을 변경하여,세 별로 20 부터 90 까지 8개의 구간

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하 다.그 결과 20 3.05%,30 13.22%,40

18.22%,50 18.62%,60 16.86%,70 18.81%,80 10.27%,90

9.3%로 집계되었으며,20 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비율이 비교 고르

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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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변수 생성방법 평균 표 편차

수산물 선호

육류 선호=0 0.3655 0.4817

비슷하다=1 0.3350 0.4731

수산물 선호=2 0.2994 0.4581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 유형

Ⅰ군집 0.2565 0.4368

Ⅱ군집 0.2664 0.4422

Ⅲ군집 0.3194 0.4663

Ⅳ군집 0.1577 0.3645

인구·사회

특성

성별 여성=1남성=0 0.8678 0.3380

연령

20 0.0305 0.1719

30 0.1322 0.3387

40 0.1822 0.3861

50 0.1862 0.3893

60 0.1686 0.3745

70 0.1881 0.3909

80 0.1027 0.3036

90 0.0093 0.0959

학력
졸이상=1

졸이하=0
0.2600 0.4380

가구특성

유형

거주지

1=서울 0.1137 0.3174

2=부산 0.0716 0.2578

3=인천 0.0560 0.2300

4= 구 0.0520 0.2221

5= 0.0467 0.2111

6= 주 0.0474 0.2125

7=울산 0.0441 0.2053

8=경기도 0.1180 0.3226

9=경상북도 0.0696 0.2545

10=경상남도 0.0696 0.2545

11= 라북도 0.0557 0.2293

12= 라남도 0.0530 0.2241

13=충청북도 0.0497 0.2174

14=충청남도 0.0563 0.2306

15=강원도 0.0669 0.2500

16=제주도 0.0298 0.1701

자녀유무
자녀있음=1

자녀없음=0
0.2900 0.4540

소득

수

199만원 이하 0.2803 0.4492

2100∼199만원 0.1806 0.3847

3200∼399만원 0.3272 0.4693

4400∼599만원 0.1640 0.3703

5600만원 이상 0.0479 0.2136

질병유무
질병있음=1

질병없음=0
0.2600 0.4360

<표 2-1>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



- 22 -

제 4장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분석하 다.도시화,

산업화,정보화가 빠르게 진 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여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한 고려는 인구통계

학 요인만으로 수산물 선호도를 설명한다는 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다.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을 인구통계학 요인과 더불어 분석

모델에 고려함으로써,타인과 구별되는 소비자 성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하고 가변 인 소비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안병일 2014).이

를 해 우선,수산물 소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향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요인에 따

라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을 실시하여 네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

다.다음으로 앞서 분석된 군집분석 결과를 설명변수로 추정에 투입하여 수

산물 선호체계를 육류 비 3단계 순서로 용하여 순 로빗 분석

(OrderedProbitModel)을 수행하 다.

제 1 요인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은 변수들간 상 계가 높은 것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간결하

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추출하기 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을 사용하 으며,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 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직교회 방식

(varimax)을 채택하 다.요인의 수는 고유벡터의 크기가 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유값(eigenvalue)1을 기 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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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인

1 2 3 4

1.

극

&

다양성

추구형

(16)처음 보는 식품이라도 맛있어 보이면 구매한다 0.752 0.222 0.289 0.046

(5)맛있다고 소문난 음식 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0.736 0.176 -0.041 0.294

(15)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0.732 0.020 0.323 0.012

(17)다양한 맛을 원해 식단을 매번 바꾸는 편이다 0.680 0.094 0.284 -0.009

(6)가격을 비싸도 이름난 회사의 식품을 구매한다 0.679 0.274 -0.083 0.227

(4)먹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0.664 0.185 -0.087 0.296

2.

건강

추구형

(8)건강을 해 음식을 가려먹는다 0.224 0.807 0.083 0.015

(9)음식을 먹을 때 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0.295 0.778 0.081 0.026

(10)인스턴트식품을 가능한 먹지 않는다 -0.074 0.646 0.247 -0.231

3.

가격

추구형

(14)나는 비교 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044 0.041 0.801 0.021

(13)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를 늘 체크하는 편이다 0.319 0.210 0.693 0.130

(12)동일제품의여러회사가격을비교해서구입하는편이다 0.326 0.276 0.610 0.156

4.

간편성

추구형

(1)아침식사는밥보다는미숫가루나빵등으로간단하게먹는

편이다
0.089 0.054 0.024 0.781

(2)식사 용으로 패스트푸드 을 종종 이용한다 0.250 -0.100 -0.018 0.747

(3)김치와 장류를 사서 먹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0.072 -0.103 0.235 0.625

<표 3-1>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향 요인 분석결과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향에 한 총 17개의 설문문항

에서 공통성이 낮게 도출되어 요인분석결과의 변수들과 상 계가 은

것으로 분석된,(7)번 문항과 (11)번 문항7)두 문항을 제외한 총 15개의 문

항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8)요인분석 결과 의 <표 3-1>와 같이

체 요인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극 인 자세형,건강추구형,가격 추구형

간편성 추구형 총 4가지로 선정되었으며,요인 1은 6개,요인 2는 3개,

요인 3은 3개,요인 4는 3개의 문항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7) 식  택할 맛  시한다. (11) 식 , 경 증  주 용한다.

8) 공통 (Communality)  추출  요 들에 해  는 비  공통  낮  변수는 

요 에  는 것  람직함.  공통  0.4미만  낮다고 판 하

 본 에 는 공통  가장 낮게 도출  (7)   (11)   항  상 계가 

다고 판단하여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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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KMO(Kaiser-Meyer-Olkin)가 0.846으로 분석되어9),본 연구의 요인

분석을 한 변수의 선정이 합한 것으로 단된다.

먼 첫 번째 요인은 처음 보는 식품이라도 맛있어 보이면 구매하고 새

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며 다양한 맛을 해 식단을 매번 바꾼

다는 문항과 상 계가 높게 도출되었다.이는 해당 요인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새로운 음식을 하는데 있어 거부감이 없으며 한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음을 보여 다.더불어,첫 번째 요인의 경우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 을 찾아다니며 먹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응답하며 식

생활 문화에 있어 매우 극 으로 참여하는 등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극 인 태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건강을 해 양가를 고려하며 음식을 가려먹고 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세 개의 문항이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다른 성향에 비해 식품소비에 있어 건강 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다음으로 세 번

째 요인은 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를 늘 체크하고 동일제품의 여러 회

사 가격을 비교해서 비교 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는 편이라는 세 개의

문항이 가장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따라서 이는 식생활에 있

어 가격 인 측면을 가장 추구하는 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의 경우 김치나 장류를 사서 먹는 것을 개의

치 않으며 밥보다는 미숫가루나 빵으로 아침식사를 신 하는 편이고 한

패스트푸드 을 종종 이용한다는 문항의 변수로 구성되어있다.이는 네 번

째 요인의 경우 식품소비에 있어 다른 측면보다는 시간 인 측면을 가장

요하게 고려하며 간편함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

다.

다음은 이 게 정의된 요인을 심으로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악하기 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요인

9)  KMO(Kaiser-Meyer-Olkin) 값  0.9 상  상당   것 고, 0.8~0.89 

꽤  편, 0.7~0.79 당한 편, 0.6~0.69 평범한 편, 0.5~0.59 람직하지 못한 편, 

0.5미만  아들  수 없는 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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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군집분석을 동시에 시행하는 비계층 군집방법을 이용하 으며,

특히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계산 속도

가 빠르고 량의 자료에서 군집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효과 으로 알려진

k-평균 군집분석(k-meansclusteranalysis)방법을 이용하 다.다음 <표

3-2>을 보면 3개의 유형으로 나 경우 체 가구원의 약 42%가 한 군집

에 집 되는 상이 나타나는 한편,6개의 유형으로 나 군집 분석 결과에

는 257명으로 체가구원 약 9%만이 해당하는 군집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K-평균법에 의한 군집화 결과를 살펴볼 때,4개 는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구분 3 4 5 6

1 969(0.32) 774(0.26) 825(0.27) 257(0.09)

2 763(0.25) 804(0.27) 342(0.11) 682(0.23)

3 1286(0.42) 964(0.31) 599(0.20) 489(0.16)

4 - 476(0.16) 555(0.18) 569(0.19)

5 - - 697(0.23) 516(0.17)

6 - - - 505(0.17)

<표 3-2>K-평균법에 의한 군집화 결과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안 에서 어느 유형이 더욱 타당한지를 단하기

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을 독립변인으로,그리고 각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식품구매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

(M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해 보았다.이에 한 결과 값은 다

음 <표 3-3>에 간략히 정리하 으며,해당 표에서 나타난 듯이 두 군집의

분산분석 결과 모두 유의확률이 0.0001이하로 도출되어 통계 으로 유의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해 값이 클수록 집단마다 특성이

뚜렷하게 나 어졌다고 단할 수 있는 F값을 기 으로,두 유형 에서 비교

F값이 더 크게 도출된 4개의 유형으로 나 군집을 최종 으로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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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개의 유형으로 나 군집

비교
5개의 유형으로 나 군집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트 드 994.870

≺0.0001

≻ 875.612

≺0.0001
건강성 974.080 ≺ 1013.658

가격성 824.813 ≻ 662.151

간편성 1073.628 ≻ 1064.403

<표 3-3>분산분석 결과

군집

Ⅰ Ⅱ Ⅲ Ⅳ

n=774

(25.64%)

n=804

(26.64%)

n=964

(31.94%)

n=476

(15.77%)

요인

(Factor)

극 &다양성 3.28 2.91 2.41 1.78

건강추구 3.81 2.97 3.66 2.37

가격추구 3.62 3.00 2.97 1.99

간편성추구 2.22 2.85 1.52 1.64

<표 3-4>최종 군집분석결과

의 <표 3-4>는 조사 상자 3,018명의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 문항을

토 로 군집화된 최종 군집의 결과이다.이 게 실험을 통하여 군집을 4개

의 유형으로 나 는 것으로 채택한 결과,Ⅰ군집에는 774명(25.64%),Ⅱ군

집은 804명(26.64%),Ⅲ군집은 964명(31.94%),Ⅳ군집은 476명(15.77%)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3-1>은 각 군집의 특성을 좀 더 쉽게 비교하기 해서 최종

군집분석 결과 값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다.이를 보면 우선Ⅰ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건강 인 측면과 가격 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식단의

다양성 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극 인 소비자 유형으로 나타났다.즉,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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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의 경우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에 있어 모든 요소를 고루고루 체크하는

가장 극 인 자세를 가진 식도락가형 소비자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집  비   

Ⅱ군집의 경우는 건강 인 측면,가격 인 측면 모두를 고루 조 씩 고

려하는 편이나 Ⅰ군집에 비해서는 체 으로 극성이 떨어지는 소비자

유형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군집 에서 간편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해

서는 가장 많이 고려하는 소비자 유형으로 나타났다.즉 Ⅱ군집의 경우에는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있어 간편성을 가장 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유형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Ⅲ군집의 경우 “건강 인 측면”만 요하게 여기고 나머지 요인에는

체로 심이 떨어지는 소비자 유형으로 나타났으며,특히 군집 에서

간편성에 한 측면의 심이 가장 떨어지는 소비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Ⅳ군집의 경우는 <그림 3-1>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요인에

한 심도가 다른 소비자 유형과 비교하여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나 식생활 문화에 심이 없는 소비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28 -

한편,군집화의 결과로 도출된 소비자 유형을 인구·사회학 인 특성과

결합시켜 보면 보다 확실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다음의 <표 3-5>는 각

군집별·소비자 유형별 가구의 인구 통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먼 연

령을 살펴보면,Ⅰ군집과 Ⅱ군집의 경우에는 40 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는 반면,Ⅲ군집과 Ⅳ군집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노년층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서 도출된 군집분석결과에서 상할 수 있는

것과 같게 나타난 결과로,새로운 음식에 한 거부감이 없고 식단의 다양

함을 추구하는 등 식생활에 있어 극 인 자세를 지닌 식도락가 유형 혹

은 통 인 식단 신 빵과 미숫가루로 신하거나 패스트푸드 을 즐겨

이용하는 등 식생활의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의 경우 비교 은

세 주인 반면 간편성 보다는 식생활에 있어 건강 인 측면을 요하게

고려하거나 혹은 식생활 문화에 큰 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비자 유형의

경우는 비교 노년층이 집 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건강지향의 소비를 하는 군집의 평균연령이 타 군집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유형의 경우,간편성을 가장 고려하는 Ⅱ군집의 경우 1인 가구가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으며,식생활 라이 에 심이 많고

극 인 소비자가 많은Ⅰ군집의 경우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한

식생활라이 에 심을 기울이지 않는 Ⅳ군집은 1인 가구가 다수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Ⅰ군집과 Ⅱ군집의 경우에는 간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Ⅲ군집과 Ⅳ군집의 경우에는 소득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Ⅲ군집과 Ⅳ군집의 가구소득이 낮은 이유는 해당 군집의 인구가 노년

층 주로취업인수가 기때문으로보인다.특히식생활라이 에있어 심이

히 떨어지는 Ⅳ군집의 경우 58%에 해당하는 가구가 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식문화에가장 심이높은Ⅰ군집의경우고소득층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

로 분석되어 식생활패의 유형과 소득 간의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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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확률

Pearson

성별

남자 67(2.2) 144(4.8) 102(3.4) 83(2.8) 396(13.1)
0.000

여자 707(23.4) 660(21.9) 862(28.6) 393(13.0) 2622(86.9)

연령

20 18(0.6) 61(2.0) 7(0.2) 6(0.2) 92(3.0)

0.000

30 159(5.3) 175(5.8) 47(1.6) 18(0.6) 399(13.2)

40 202(6.7) 205(6.8) 114(3.8) 29(1.0) 550(18.2)

50 189(6.3) 159(5.3) 155(5.1) 59(2.0) 562(18.6)

60 115(3.8) 89(2.9) 216(7.2) 89(2.9) 509(13.9)

70 68(2.3) 71(2.4) 285(9.4) 144(4.8) 568(18.8)

80 21(0.7) 44(1.5) 130(4.3) 115(3.8) 310(10.3)

90 2(0.1) 0(0.0) 10(0.3) 16(0.5) 28(0.9)

학력
고졸이하 455(15.1) 526(17.4) 820(27.2) 437(14.5) 2238(74.2)

0.000
졸이상 319(10.6) 278(9.2) 144(4.8) 39(1.3) 780(25.8)

가구

유형

1인 가구 114(3.8) 233(7.7) 252(8.3) 234(7.8) 833(27.6)

0.000
2인 가구 199(6.6) 181(6.0) 390(12.9) 153(5.1) 923(30.6)

3인 가구 162(5.4) 186(6.2) 154(5.1) 41(1.4) 543(18.0)

4인 가구 225(7.5) 156(5.2) 130(4.3) 31(1.0) 542(18.0)

이상 74(2.5) 48(1.6) 38(1.3) 17(0.6) 177(5.9)

소득

199만원 이하 76(2.5) 143(4.8) 345(11.5) 279(9.3) 843(28.0)

0.000

2100∼199만원 112(3.7) 147(4.9) 207(6.9) 77(2.6) 543(18.1)

3200∼399만원 311(10.3) 326(10.8) 261(8.7) 86(2.9) 984(32.7)

4400∼599만원 209(7.0) 147(4.9) 109(3.6) 28(0.9) 493(16.4)

5600만원이상 64(2.1) 36(1.2) 38(1.3) 6(0.2) 144(4.8)

지역

서울특별시 139(4.6) 98(3.2) 88(2.9) 18(0.6) 343(11.4)

0.000

부산 역시 66(2.2) 64(2.1) 44(1.5) 42(1.4) 216(7.2)

인천 역시 46(1.5) 60(2.0) 54(1.8) 9(0.3) 169(5.6)

구 역시 39(1.3) 48(1.6) 49(1.6) 21(0.7) 157(5.2)

역시 26(0.9) 38(1.3) 49(1.6) 28(0.9) 141(4.7)

주 역시 39(1.3) 39(1.3) 53(1.8) 12(0.4) 143(4.7)

울산 역시 22(0.7) 57(1.9) 38(1.3) 16(0.5) 133(4.4)

경기도 122(4.0) 97(3.2) 114(3.8) 23(0.8) 356(11.8)

경상북도 36(1.2) 41(1.4) 91(3.0) 42(1.4) 210(7.0)

경상남도 19(0.6) 84(2.8) 35(1.2) 72(2.4) 210(7.0)

라북도 34(1.1) 22(0.7) 84(2.8) 28(0.9) 168(5.6)

라남도 28(0.9) 16(0.5) 76(2.5) 40(1.3) 160(5.3)

충청북도 41(1.4) 19(0.6) 55(1.8) 35(1.2) 150(5.0)

충청남도 50(1.7) 46(1.5) 53(1.8) 21(0.7) 170(5.6)

강원도 42(1.4) 45(1.5) 57(1.9) 58(1.9) 202(6.7)

제주도 25(0.8) 30(1.0) 24(0.8) 11(0.4) 90(3.0)

맞벌이
맞벌이 240(11.0) 201(9.2) 228(10.4) 75(3.4) 744(34.1)

0.000
맞벌이안함 420(19.2) 370(16.9) 484(22.2) 167(7.6) 1441(65.9)

<표 3-5>군집별 인구통계 특성:교차분석 결과

(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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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지역 인 측면을 살펴보면 Ⅰ군집과 Ⅱ군집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Ⅲ군집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

으로 Ⅳ군집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혹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유형별로 거주하는 지역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

났다.

성별이나 맞벌이 유형에는 군집별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건강

인 측면을 가장 고려하며 간편성에 한 심이 가장 떨어지는 Ⅲ군집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비

율 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간편함을 가장 고려하는 Ⅱ군

집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즉,교차분석을 통해 군집별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군집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인구사회학 인 요인

한 본 논문의 식생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군집별 식품소비의 특성의 차이 한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으며,이에 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6>에 정

리하 다. 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간편한 식품 주 소비 집단인 Ⅱ군집의

경우 간단한 조리를 가장 선호하며 외식 빈도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반면,건강 지향 소비 집단인 Ⅲ군집의 경우 가

정식을 가장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집단으로 조사되었으며 외식 빈도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가장 낮은 소비자 유형으로 분석되었다.새로운 식품

에 한 거부감이 없으며 극 인 자세를 지닌 Ⅰ군집의 경우 외식빈도나

배달음식빈도가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도출되

었으나,기능성 식품에 한 구매빈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 구입 장소의 경우 다양성을 추구하는 군집Ⅰ은 형할인 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간편성을 추구하는 군집Ⅱ는 소형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연령층이 주로 높고 수도권 이외지역에 거

주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Ⅲ군집과 Ⅳ군집의 경우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반면,소비자 유형과는 계없이 기능성 식품 구매



- 31 -

빈도 친환경 식품 구매빈도의 경우 모든 군집에서 드물게 먹는다고 응

답한 가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

다는 을 알 수 있다.

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확률

Pearson

간편성

가정식지향 722(23.9) 698(23.1) 938(31.1) 444(15.8) 2802(92.8)

0.000간단조리 49(25.3) 95(49.0) 22(11.3) 28(14.4) 194(100.0)

외식지향 ≺5 11(0.4) ≺5 ≺5 22(0.7)

외식빈도
10)

자주 197(9.5) 205(9.9) 76(3.7) 31(1.5) 509(24.7)

0.000가끔 279(13.5) 261(12.7) 178(8.6) 45(2.2) 763(37.0)

드물게 183(8.9) 167(8.1) 305(14.8) 136(6.6) 791(38.3)

배달음식

이용빈도
11)

자주 78(5.5) 125(8.8) 24(1.7) 11(0.8) 238(16.7)
0.000

가끔 217(15.2) 234(16.4) 111(7.8) 39(2.7) 601(42.2)

드물게 176(12.4) 170(11.9) 181(12.7) 58(4.1) 585(41.1)

친환경

식품

구매빈도
12)

자주 110(3.6) 54(1.8) 69(2.3) 11(0.4) 244(8.1)

0.000가끔 64(2.1) 40(1.3) 33(1.1) 8(0.3) 145(4.8)

드물게 600(19.9) 710(23.5) 862(28.6) 457(15.1) 2629(87.1)

기능성

식품

구매빈도

먹는다 456(15.1) 354(11.7) 422(14.0) 127(4.2) 1359(45.0)
0.000

먹지않는다 318(10.5) 450(14.9) 542(18.0) 349(11.6) 1659(55.0)

구입장소

소형

슈퍼마켓
250(8.3) 302(10.0) 329(10.9) 131(4.3) 1012(33.5)

0.000

형할인 297(9.8) 259(8.6) 185(6.1) 64(2.1) 805(26.7)

재래시장 200(6.6) 219(7.3) 413(13.7) 254(8.4) 1086(36.0)

친환경마켓 13(0.4) 7(0.2) 9(0.3) ≺5(0.1) 29(1.0)

기타 14(0.5) 17(0.6) 28(0.9) 27(0.9) 86(2.8)

<표 3-6>군집별 식품소비 특성 비교

(단 :n,%)

10) 식빈도  경우, ① 주 는다 (매 , 주 4-5 , 주 2-3 , 주 1 ) ② 가끔 는다 

(1주 에 1 , 1달에 2-3 , 1달에 1 ) ③ 드 게 는다 (2∼3달에 1 , 드 게)  재

하여 함. 

11) 식빈도  동 하게 항  재 함. 

12) 경식  매빈도  경우, ① 주 는다 (매 , 주 2-3 , 주 1 ) ② 가끔 는다 

(2주 에 1 , 1달에 1 ) ③ 드 게 는다 (그보다 드 게)  재 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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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7>는 앞서 도출된 소비자유형을 인구·사회학 인 측면

식품 소비특성에 련된 문항과 교차 분석하여 분류해낸 군집별 특이사

항을 정리한 표이다.

군집구분 특징

군집Ⅰ

1)40 주,4인 가구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함.

2)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음.

3)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

4)타 군집들에 비해 기능성 식품 구매빈도가 가장 높음.

군집Ⅱ

1)40 주,1인 가구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함.

2)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

3)타 군집들에 비해 외식 빈도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가

장 높음.

군집Ⅲ

1)70 주,2인 가구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함.

2) 소비자 유형 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음.

3)경상북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

4)타 군집들에 비해 외식 빈도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가

장 낮음.

군집Ⅳ
1)70 주,1인 가구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함.

2) 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음.

3)경상남도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

<표 3-7>각 군집별 특성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소비자 유형별 인구사회학 인 특성을 알아

본 후,아래의 <표 3-8>와 <표 3-9>에 좀 더 세부 으로 각 군집별 육류

수산물 소비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간편성을 추구하는 Ⅱ군집의 경우

손질된 형태 혹은 조리된 상태의 형태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타 군집에 비해서 수산물 구매에 있어 조리

의 편리성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양 인 측면이나

품질,안 성에 해서는 비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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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Ⅱ군집의 경우,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포

장육 양념육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형태단 로 축산물을 구매하

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축산물을 구매할 때 요하

게 고려하는 으로 조리의 편리성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타 군집

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며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Ⅰ군집의 경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가격 인 측면을 타 군집에 비하여 가장 고려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안 성, 양,신선도 등 모든 측면을 수산물 구매

시 고르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타군집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축산물을 구매할 때 랜드,축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확인한다고 응답

한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 등 제의 경우 육

질과 련된 정보(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김성용 2014),식품소비 생활에

있어 극 인 자세를 갖고 있는Ⅰ군집은 소비자의 특성상 타군집에 비해

등 제와 련된 정보를 가장 효율 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건강 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Ⅲ군집의 경우 원물 그 로

의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 이 가장 많았으며,신선도,원산지,외

(크기,형태) 품종을 확인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 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인 측면을 가장 고려하는 소비자 유형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신선도와 원산지에 한 고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난 은,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 소에 문제가 생기며 수산물 안

성에 한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바로 해석된다.즉 어패류에

한 식품안 우려 요인으로는 속 함유 여부,원산지 방사능 검출 가

능성 여부,식 독균 포함 여부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는데 이에 식품안

우려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에 한 고려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더

불어,축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가장 요하게 여기

며 간편성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 해당 군집 소비자의 경우 모든 축산물(쇠

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있어 포장하지 않은 고기 형태로 구매한다고 응

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타군집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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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축산물의 원산지 신선도,품질과 양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별 수산물 축산물 소비 특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표본 소비자의

가장 높은 비율이 모두 품질을 가장 요한 구매속성으로 응답하 으며,그 다

음으로는 맛,가격,안 성, 양,조리의 편리성 구입의 편리성 순으로 동

일하게 나타났다. 한 축산물 수산물 구입 시 모두 식품안 우려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도와 원산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확

률

구매행태

원물 193(6.6) 138(4.7) 350(11.9) 134(4.6) 815(27.7)

0.000

손질된 형태 558(19.0) 596(20.3) 589(20.0) 310(10.5) 2053(69.8)

반조리 7(0.2) 5(0.2) ≺5(0.1) 6(0.2) 20(0.7)

조리 ≺5 11(0.4) ≺5 52(0.2) 24(0.8)

기타 6(0.2) 9(0.3) 9(0.3) 7(0.2) 31(1.1)

요속성

가격 101(3.4) 119(4.0) 152(5.2) 105(3.6) 477(16.2)

0.000

맛 153(5.2) 187(6.3) 220(7.5) 125(4.2) 685(23.2)

안 성 128(4.3) 98(3.3) 112(3.8) 59(2.0) 397(13.5)

품질 322(10.9) 297(10.1) 419(14.2) 138(4.7) 1176(39.9)

양 34(1.2) 20(0.7) 25(0.8) 20(0.7) 99(3.4)

구입 편리성 12(0.4) 9(0.3) 12(0.4) 9(0.3) 42(1.4)

조리 편리성 17(0.6) 33(1.1) 12(0.4) 4(0.1) 66(2.2)

기타 1(0.0) 2(0.1) 2(0.1) 2(0.1) 7(0.2)

수산물

구매시

정보확인

여부

생산 지역명 45(1.5) 48(1.6) 33(1.1) 17(0.6) 143(4.8)

0.000

원산지 140(4.7) 124(4.2) 141(4.8) 51(1.7) 456(15.5)

신선도 389(13.2) 368(12.5) 503(17.1) 217(7.4) 1477(50.1)

랜드 3(0.1) 3(0.1) 1(0.0) 5(0.2) 12(0.4)

외 (크기,형태) 37(1.3) 38(1.3) 58(2.0) 28(0.9) 161(5.5)

품종 15(0.5) 11(0.4) 17(0.6) 3(0.1) 46(1.6)

포장상태 6(0.2) 6(0.2) 3(0.1) 1(0.0) 16(0.5)

기타인증품 1(0.1) 1(0.1) 1(0.1) 0(0.0) 3(0.1)

기타 2(0.1) 8(0.2) 10(0.3) 6(0.2) 26(0.9)

가격 130(4.4) 158(5.4) 187(6.3) 134(4.5) 609(20.7)

<표 3-8>군집별 수산물 소비 특성 비교

(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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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확률

구매행태

(쇠고기)

포장하지

않은 고기13)
572(20.4) 539(19.3) 767(27.4) 361(12.9) 2239(80.0)

0.000포장육14) 150(5.4) 169(6.0) 107(3.8) 37(1.3) 463(16.5)

양념육 5(0.2) 12(0.4) 3(0.1) 4(0.4) 24(0.9)

기타 7(0.3) 2(0.1) 6(0.2) 5(0.2) 20(0.7)

구매행태

(돼지고기)

포장하지

않은 고기
646(22.5) 621(21.7) 841(29.3) 403(14.1) 2511(87.6)

0.000포장육 106(14.0) 137(17.9) 70(7.7) 25(5.8) 338(11.8)

양념육 1(0.0) 4(0.1) 1(0.0) 2(0.1) 8(0.3)

기타 2(0.1) 2(0.1) 3(0.1) 4(0.1) 11(0.4)

구매행태

(닭고기)

포장하지

않은 고기
422(15.5) 455(16.7) 642(23.5) 340(12.5) 1859(68.1)

0.000포장육 285(10.4) 279(10.2) 199(7.3) 52(1.9) 815(29.9)

양념육 3(0.1) 3(0.1) 2(0.1) 0(0.0) 8(0.3)

기타 19(0.7) 3(0.1) 20(0.7) 6(0.2) 48(1.8)

요속성

가격 97(3.2) 118(3.9) 17(5.8) 124(4.1) 513(17.1)

0.000

맛 152(5.1) 219(7.3) 204(6.8) 116(3.9) 691(23.0)

안 성 135(4.5) 119(4.0) 113(3.8) 68(2.3) 435(14.5)

품질 326(10.9) 283(9.4) 375(12.5) 16(3.9) 1100(36.6)

양 45(1.5) 36(1.2) 60(2.0) 27(0.9) 168(5.6)

구입 편리성 3(0.1) 8(0.3) 18(0.6) 7(0.2) 36(1.2)

조리 편리성 12(0.4) 14(0.5) 9(0.3) 8(0.3) 43(1.4)

기타 4(0.1) 2(0.1) 6(0.2) 5(0.2) 17(0.6)

축산물

구매시

정보확인

여부

가격 132(17.1) 135(16.9) 228(23.8) 169(35.9) 664(22.1)

0.000

생산지역명 28(0.9 25(0.8) 14(0.5) 7(0.2) 74(2.5)

원산지 193(6.4) 177(5.9) 200(6.7) 54(1.8) 624(20.8)

신선도 278(9.3) 331(11.0) 371(12.4) 90(6.3) 1170(39.0)

랜드 24(0.8) 21(0.7) 14(0.5) 2(0.1) 61(2.0)

외 59(2.0) 61(2.0) 88(2.9) 30(1.0) 238(7.9)

상품

여부
0(0.0) 9(0.3) 4(0.1) 2(0.1) 15(0.5)

등 32(1.1) 18(0.6) 13(0.4) 11(0.4) 74(2.5)

친환경인증 15(0.5) 5(0.2) 7(0.2) 0(0.0) 27(0.9

품종 8(0.3) 12(0.4) 12(0.4) 2(0.1) 34(1.1)

포장상태 1(0.0) 2(0.1) 3(0.1) 1(0.0) 7(0.2)

기타인증여부 3(0.1) 1(0.0) 0(0.0) 0(0.0) 4(0.1)

기타 1(0.0) 2(0.1) 5(0.2) 3(0.1) 11(0.4)

<표 3-9>군집별 축산물 소비 특성 비교

(단 :n,%)

13) 포장하지 않  고 : 에  담아  포장해주는 것  포함. 

14) 포장 : 포장해  진열  또는 냉동고에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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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

확률

생선류

구매빈도
15)

자주 333(11.0) 275(9.1) 336(11.1) 129(4.3) 1073(35.6)

0.000
가끔 355(11.8) 373(12.4) 449(14.9) 228(7.6) 1405(46.6)

드물게 66(8.5) 85(10.6) 152(15.8) 94(19.7) 397(13.2)

먹지않음 20(0.7) 71(2.4) 27(0.9) 25(0.8) 143(4.7)

해조류

구매빈도

자주 223(7.4) 181(6.0) 198(6.6) 70(2.3) 672(22.3)

0.000
가끔 379(12.6) 372(12.3) 412(13.7) 172(5.7) 1335(44.2)

드물게 162(5.4) 203(6.7) 339(11.2) 215(7.1) 919(30.5)

먹지않음 10(0.3) 48(1.6) 15(0.5) 19(0.6) 92(3.0)

조개류

구매빈도

자주 89(2.9) 62(2.1) 64(2.1) 37(1.2) 252(8.3)

0.000
가끔 345(11.4) 298(9.9) 312(10.3) 124(4.1) 1079(35.8)

드물게 287(9.5) 333(11.0) 477(15.8) 235(7.8) 1332(44.1)

먹지않음 53(1.8) 111(3.7) 111(3.7) 80(2.7) 355(11.8)

연체류

구매빈도

자주 73(2.4) 61(2.0) 54(1.8) 18(0.6) 206(6.8)

0.000
가끔 399(13.2) 366(12.1) 366(12.1) 146(4.8) 1277(42.3)

드물게 263(8.7) 291(9.6) 446(14.8) 236(7.8) 1236(41.0)

먹지않음 39(1.3) 86(2.8) 98(3.2) 76(2.5) 299(9.9)

갑각류

구매빈도

자주 38(1.3) 28(0.9) 27(0.9) 11(0.4) 104(3.4)

0.000
가끔 229(7.6) 232(7.7) 188(6.2) 98(3.2) 747(24.8)

드물게 448(14.8) 419(13.9) 614(20.3) 263(8.7) 1744(57.8)

먹지않음 59(2.0) 125(4.1) 135(4.5) 104(3.4) 423(14.0)

건어물류

구매빈도

자주 192(6.4) 140(4.6) 164(5.4) 68(2.3) 564(18.7)

0.000
가끔 299(9.9) 321(10.6) 277(9.2) 121(4.0) 1018(33.7)

드물게 269(8.9) 282(9.3) 499(16.5) 253(8.4) 1303(43.2)

먹지않음 14(0.5) 61(2.0) 24(0.8) 34(1.1) 133(4.4)

다음의 <표 3-10>과 <표 3-11>은 각각 소비자 유형별 수산물과 축산물

품목 구매빈도를 나타낸 표이다.먼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식품소비에

있어 극 인 자세를 취하는Ⅰ군집 소비자의 경우,생선류를 제외한 모든 수

산물 품목에 있어서 자주 구매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타 군집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더불어,조개류와 갑각류를 제외한 수산물

품목에 있어서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가정에서 구매하여 섭취한다는 가구의

<표 3-10>군집별 수산물 품목별 구매빈도 비교

(단 :n,%)

15) 수산  목  매빈도  경우, ① 주 는다 (매 , 주 2-3 ) ② 가끔 는다 (1주

에 1 , 2주 에 1 ) ③ 드 게 는다 (1달에 1 , 그보다 드 게) ④ 지않  

재 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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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Ⅰ 군집Ⅱ 군집Ⅲ 군집Ⅳ 체

유의

확률

쇠고기

구매빈도
16)

자주 50(1.7) 52(1.7) 35(1.2) 13(0.4) 150(5.0)

0.000
가끔 317(10.5) 257(8.5) 231(7.7) 58(1.9) 863(28.6)

드물게 378(12.5) 426(14.1) 635(21.0) 347(11.5) 1786(59.2)

먹지않음 29(1.0) 69(2.3) 63(2.1) 58(1.9) 219(7.3)

돼지고기

구매빈도

자주 97(3.2) 97(3.2) 70(2.3) 21(0.7) 285(9.4)

0.000
가끔 475(15.7) 445(14.7) 452(15.0) 151(5.0) 1523(50.5)

드물게 183(6.1) 222(7.4) 393(13.0) 262(8.7) 1060(35.1)

먹지않음 19(0.6) 40(1.3) 49(1.6) 42(1.4) 150(5.0)

닭고기

구매빈도

자주 42(1.4) 48(1.6) 26(0.9) 8(0.3) 124(4.1)

0.000
가끔 338(11.2) 319(10.6) 248(8.2) 76(2.5) 981(32.5)

드물게 349(11.6) 373(12.4) 589(19.5) 314(10.4) 1625(53.8)

먹지않음 45(1.5) 64(2.1) 101(3.3) 78(2.6) 288(9.5)

헴.베이컨

육가공품

구매빈도

자주 33(1.1) 48(1.6) 23(0.8) 12(0.4) 116(3.8)

0.000
가끔 190(6.3) 245(8.1) 95(3.1) 46(1.5) 576(19.1)

드물게 326(10.8) 300(9.9) 302(10.0) 128(4.2) 1056(35.0)

먹지않음 225(7.5) 211(7.0) 544(18.0) 290(9.6) 1270(42.1)

<표 3-11>군집별 축산물 품목별 구매빈도 비교

(단 :n,%)

수가 드물게 혹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수에 비하여 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해당 군집의

축산물 품목 구매빈도의 경우,육가공품을 제외한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를 자주 혹은 가끔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편성을 가장 요하게 추구하는 Ⅱ군집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선류,

해조류,조개류,건어물류에 있어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이 타 군집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마찬가지로,조개류

와 갑각류 구매빈도의 경우에도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구매한다고 응답한

가구 수보다는 드물게 먹거나 혹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리의 편리성을 수산물 소비에 있어 요한 속

성으로 고려하는 Ⅱ군집의 품목에 한 수산물 소비는 타 군집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쇠고기·돼지고기·닭

16) 축산  목  매빈도  경우 수산  목  매빈도  동 하게, ① 주 는다 

(매 , 주 2-3 ) ② 가끔 는다 (1주 에 1 , 2주 에 1 ) ③ 드 게 는다 (1달에 

1 , 그보다 드 게) ④ 지않  재 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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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의 경우,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구매한다고 응답한 가구보다는 드물게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답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조리가

비교 편리한 햄이나 베이컨과 같은 육가공품의 경우 자주 혹은 가끔 구

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생

활라이 에 심이 히 떨어지는 Ⅳ군집은 모든 수산물·축산물 품목에

있어 드물게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건강 인 측면을 식생활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Ⅲ군집의 경

우 생선류를 자주 먹는다고 응답한 가구 수의 비율이 타 군집과 비교하

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다른 소비자 유

형군과 마찬가지로 조개류 갑각류의 경우 먹지 않는다고 답한 가

정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축산물 식품군의 경우,모든 축산물 품

목에 하여 드물게 혹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건강을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 유형에서는 육

류를 다른 집단의 소비자에 비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군집분석으로 유형화된 소비자 유형에 상 없이 갑각류와 조개류

에 한 구매빈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이는 패류가 가

장 일반 인 알 르기 유발 식품 하나이며 한 노로 바이러스,살모넬

라, 장균과 같은 질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과 더불어 상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품목의 특성에서 비롯된 바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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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순 로빗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수산물을 선호한다”와 “비슷하

다” “육류를 선호한다”의 3단계 순서로 용하여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 <표 4-1>과 같다.각 구매빈도에 응하는 임계치의 추정값이 제

시되었는데 모두 1% 수 에서 유의하며 양(+)의 값을 가진다.이는 축산물

에 비하여 수산물의 구매빈도 증가로 얻는 효용증가분에 한 본 연구의

구분이 소비자의 선호 체계(preferenceordering)를 잘 반 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한,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체 계에 있는 수산물과 육류의

특성상(장 수·박정아,2009;김 태·박상우·정명태,2012),수산물 소비가

육류의 공 과 소비에 따라 축되거나 증가되는 실정을 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먼 ,지역에 따른 수산식품 선호도의 차이를 고려하기 해 거주 지역

의 변수도 명시 으로 포함하 으며,거주지역의 효과는 통계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다른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거주

지역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서울(참조집단)에 비하여 존재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참조집단인 서울에 비하여 부산,인천,경남, 남,충남, 주,울

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산물 구매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수산물 구매빈도가 서울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분석결과는 해안지역이라는 지리 인 특성

을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가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에 비하여 수산물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는 내륙지역

과 해안지역의 치 인 특성에 따라 수산물 품목에 한 만족도 기호도의

차이가 있다(백은 ,2010;황유미,2010)연안지역에 거주할수록 수산식품의

소비가 증가한다(Trondsenetal,2004;김 태 2012) 수산식품 소비에 식

품에 한 근성이 향을 미친다는(BirchandFisher,1998;Burgeretal.,

1999)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즉,내륙

지역과 해안지역의 치 인 특성에 따라 수산물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는,수산물 선호도가 지역과 하게 련이 되어있다는 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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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변수 계수추정치 표 오차 p값

라이 스타일 유형

Ⅱ군집 -0.1499** 0.0617 0.015

Ⅲ군집 0.1199* 0.0613 0.050

Ⅳ군집 0.1533** 0.0769 0.046

인구·

사회

특성

성별 여성=1남성=0 0.1846** 0.0682 0.007

연령17)

30 -0.0394 0.1641 0.810

40 0.2055 0.1617 0.204

50 0.3627** 0.1595 0.023

60 0.5864*** 0.1606 0.000

70 0.6089*** 0.1624 0.000

80 0.7172*** 0.1710 0.000

90 0.7516** 0.2798 0.007

학력 졸이상=1 졸이하=0 0.0874 0.0630 0.166

가구

특성

유형

거주지

2=부산 0.7801*** 0.1066 0.000

3=인천 0.5124*** 0.1094 0.000

4= 구 -0.3044** 0.1189 0.010

5= 0.1410 0.1186 0.2354

6= 주 0.2146* 0.1180 0.069

7=울산 0.2119* 0.1218 0.082

8=경기도 -0.0117 0.0905 0.898

9=경북 -0.1995* 0.1078 0.064

10=경남 0.4254*** 0.1078 0.000

11= 북 0.1781 0.1150 0.121

12= 남 0.5513*** 0.1205 0.000

13=충북 -0.2848** 0.1159 0.014

14=충남 0.2021* 0.1156 0.080

15=강원도 0.0014 0.1060 0.989

16=제주도 0.0775 0.1432 0.588

자녀

유뮤
자녀있음=1자녀없음=0 -0.2404*** 0.0639 0.000

소득

수

2 100∼199만원 -0.0462 0.0706 0.5413

3 200∼399만원 -0.3514 0.0733 0.631

4 400∼599만원 -0.0244 0.0880 0.782

5 600만원 이상 -0.0242 0.1231 0.844

질병

유무18)
질병있음=1질병없음=0 0.0425 0.0555 0.444

 0.2923 0.1821 0.000

 1.2615 0.1832 0.000*

Standarderrorsinparentheses

***≺ ,** ≺ ,* ≺ 

<표 4-1>순 로빗 모형 결과

역의 치 인 특성에 따라 수산물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는,수

17) 답  출생연도에 한 항  연 (20 ∼90 )  재 하여 함.

18) 질병  경우, ① 질병  (아토피, 고 압, 당뇨, 암  는 경우) ② 질병없  

 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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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한 집단을 분류하는 가계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기호와 선호도

를 반 하는 리변수로 사용되며,소비결정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Douglas,1980:Linda&Thomas,1996)이에 수산물 소비에도 인구사회학

인 특성이 향을 미친다고 단하여,인구통계학 인 집단 특성에 따라

수산물 선호도 결정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먼 ,성별

의 경우 참조집단인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수산물 선호도에 있어 양

(+)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연령의 경우 참조집단인 20

와 비교하여 연령 가 높아질수록 육류 비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이러한 연구에서 밝 진 결과는 “인구의 고령화는 수산물

의 소비증가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Myrlandetal,2000;박성쾌,2009)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계획 인 식이 조 을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수산식

품 소비 성향이 크다”(Trondsenetal,2004;김 태 2012) “남성은 여

성에 비해 한 연령이 을수록 육가공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인다”(박

주원,안숙자,2001)는 선행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즉,연령이

높을수록,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한 방

안으로 육류보다는 수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소득수 이 높을수록 수산식품 소비가 많다(Verbeke and

Vackier,2005;김 태 2012)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소득수 이 수산물 선

호도에 미치는 향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쇠고기 수요

가 크게 증가한다.”(Lee1999)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비추어볼 수 있듯이,가

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뿐만 아니라 육류에 한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즉,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선호도와 비

교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소득의 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

으로 해석된다.더불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득은 음(-)의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 을 때 수산물보

다는 육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을 나타낸다.

한,소비자가 수산물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한다는 을 비추어

보았을 때, 를 들어 질병이 있어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상 으로 건강

에 심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수산물 선호도가 축산물에 비하여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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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상하여 설명변수로 포함하 다.그러나 <표 4-1>에 나타난 듯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미성년 자녀의 유무가 수산물 선호도/구매빈도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그 결과, 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수산물 선호도가 음(-)의

효과로 나타났다.이는 미성년 자녀의 수산식품 기피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가 다(Honkanenetal.2005,OlsenandRuiz2008)는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식품 방사능에 한

국민인식도(2015)”결과 수산물 구입여부를 보면 “나이가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동거 가족일수록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아 방사능

오염물질이 자녀 건강에 미치는 악 향에 한 우려가 반 된 조사결과와

도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2013년 농 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일본 방사능 유출에 의한 수산물 소비 체육류 조사 결과 응답자

의 77.5%가 수산물의 소비를 감소시켰으며,이들 40.1%가 수산물 신

육류를 소비했다고 말한 과도 부합한다.이러한 소비자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한 우려의 심화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 소의 방

사능 유출 사건에서 기인 된 것으로 보인다.즉,해양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리의 가장 인 국가이면서 수산 강국인 일본이므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단

된다.

마지막으로,앞서 식생활 라이 스타일이 수산물 소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식품구매성향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요인

에 따라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을 실시하여 유형화한 네 개의 군집을

설명변수에 투입하여 이가 수산물 선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하 다.참조변수인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극 인 성향을 지닌Ⅰ군

집에 비하여 건강 인 측면을 요하게 여기는 Ⅲ군집과 식생활 라이 에

한 심이 히 떨어지는 Ⅳ군집은 양(+)의 부호로 나타나 수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편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Ⅱ군집의 경우

음(-)의 부호로 나타나 해당 군집의 소비자는 수산물 선호도가 비교 높

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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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건강을 요하게 여기는 Ⅲ군집의 경우 축산물에 비하여 수산물의

구매빈도 증가로 얻는 효용증가분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

과는 본 연구의 분석을 해 사용한 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 식품소비

행태조사”의 세 트 하나인 성인층을 상으로 조사한 설문문항의 응

답결과 값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다음 <표 4-2>는 15개의 식품

에 하여 건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를 순 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채소,과일,잡곡,우유에 이어서 5번째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이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육

류제품과 비교하 을 때 높은 순 이다.같은 동물성 단백질 공 원으로서

순 식품류 평균 표 편차

1 채소 4.28 0.642

2 과일 4.21 0.612

3 잡곡 4.16 0.637

4 우유 4.00 0.678

5 수산물 3.95 0.684

6 친환경식품 3.85 0.750

7 계란 3.81 0.676

8 3.72 0.716

9 쇠고기 3.63 0.782

10 돼지고기 3.54 0.724

11 기능성식품 3.51 0.795

12 닭고기 3.50 0.735

13 육가공품 2.77 0.911

14 가공식품 2.67 0.899

15 술 2.10 0.882

<표 4-2>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강에 좋은 식품류 순

출처:한국농 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2013)가구 구성원(성인용)설문결과 재구성.

육류와 어패류는 체 계에 있다고 단 할 수 있는데,건강을 요하

게 여기는 집단에서는 육류에 비하여 수산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도시화,산업화,정보화가 빠르게 진 되고 있는 사회에서 소비

자들의 라이 스타일도 그에 상응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 44 -

웰빙(Well-being)로하스(Lohas)란 개념의 열품으로 인해 차 건강 안

지향 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산물이 인체건강에 아주 유익한

건강식이라는 인식과 맞아떨어지면서 이와 같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

유형에서 수산물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단된다.

반면,간편성을 가장 고려하는 Ⅱ군집의 경우 참조집안에 비하여 유일하

게 음(-)의 결과 값이 도출되어 모든 소비자 유형 에서 수산물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 식생활은 빠르고 복잡한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며,빠르게 조리가 가능한 기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이러한 편리성과 기능성을 시하는 소비자 유형

에 한해서는 비교 손질 조리가 까다롭고 어려운 원물 형태의 수산물

에 한 선호도가 낮게 도출된 것으로 단된다.즉,조리가 번잡한 편이며

조리 시 발생하는 냄새와 더불어 쉽게 부패되는 수산물의 특성 때문에 수

산식품의 소비가 하된다는 을 비추어보았을 때, 인의 식생활 변화

에 따른 간편 수산식품 개발,상품화를 통한 수산물의 소비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반 으로 식생활 라이 에 심이 떨어지는 Ⅳ군집의 경

우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식문화에 있어 극 인 자세를 취하는 소비자

유형에 비하여 낮은 수산물 선호도를 보일 것이라고 단하 으나, 상과

는 다르게 양(+)의 부호를 보이며 수산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

다.이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한 방안으로 수산물과 육류 에서

식품군에 한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소비자 유형인데 반하여

해당 군집의 소비자 연령구조의 약 60%가 수산물을 선호하는 70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해안지역인 경상남도의 가구주가 많은

지역 인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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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결 론

본 연구는 수산물 소비를 둘러싼 식품소비 트 드를 살펴보고,이

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소비를 이끌어내기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하

여 수산물에 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 다.소비자의 선호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인구·사회경제 인 요인과 더불어 인구통

계학 변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해

식품소비 라이 스타일을 변수로 용하 다.이를 해 국 기

3,018가구를 상으로 시행한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소비자 식품소비

행태조사(2013)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 으며,축산물의 수 변화에 따

라 소비가 축되거나 증가되는 수산물 소비구조의 실정을 반 할 수 있

도록 수산물 선호도를 육류 선호도에 비교하여 분석하 다.

종합 으로 수산물 소비에 향을 미치는 결과를 요약하여 보았을 때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안지역에 거주할수록 자녀가 없는 가정

일수록 한 건강 인 측면에 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상 으로 축산

물보다 수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내륙지역에 거주할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일수록 수산물에 비교하여 축산물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로 수산물 소비확 를 한 마 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의 수산물 구매빈도와 연령과 성별 간에 높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수산물의 소비를 확 하기 해서

는 소비자의 연령수 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시키고,세분시장

별 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둘째,간편성 실용성을 가장 요한 속성으로 추구하는 소비자 집

단에서 수산물 소비가 하게 낮게 도출된 을 비추어보았을 때,빠르

게 조리가 가능한 기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 하는

것이 수산물 소비확 에 가장 효과 인 마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소비자의 수산물 구매빈도와 건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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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높은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후쿠시마 원 사태

이후 자녀에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악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의 수산물 소비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모두 수산물이 안 하고 건강에 유

익한 식품인지에 한 여부의 인식에 한 데서 비롯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구제역이 발생하면 식품군 안에서 소비 체가 있는 축

산물과는 달리,수산물의 경우 어느 한 품목에서 생문제가 발생하면 해

당 수산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하

는 경향이 있는 사회 인 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해양수산동향 2007),

수산물 소비확 를 해서는 우선 으로 소비자가 수산식품을 안 한 식

품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 생법과 품질 리법 등을 비롯한 련 법

규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여겨진다.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상 품

목과 업체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가며,이에 한 극 인 홍보를 함으

로써 수산물 소비 증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수산물 구매시 확인하는 정보의 유무를 조사하 을 때,원산지

확인 여부가 수산물의 특성상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에 해양수

산부는 한국음식업 앙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제도의 활성화를 해 국민 홍보가 우선되

어야 할 것이라고 단된다.

마지막으로,본 분석에서 사용된 KREI의 소비행태조사에서는 수산물

품목별로 선호도를 묻는 질문항목이 있지는 않지만,향후 이러한 이 보

완되어 분석한다면 달라진 식품소비 환경 속에서 각 수산물 품목별 제품

에 한 소비 패턴 소비자 인식도 변화를 더욱 세부 으로 악해 소

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수산식품 개발과 더불어 수산물의 소비 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아울러,시

장세분화 표 화 등 효과 인 마 략 수립에 보다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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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SeafoodPreferenceAccordingTo

FoodRelatedLifestyle

YEONHEEJUNG

Dept.ofAgriculturalEconomicsandRural

Development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 South Korea,the food consumption pattern has been

shiftingtowardthefoodcultureofhighgrade,simplicity,and

well-being duetothesocialstructuralchangesincluding the

rising incomes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nd the aging

population.Thosechangestothefoodconsumptionpatternshave

resulted inthereducedconsumption ofcarbohydrateincluding

rice,the staple food ofthe nation,and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for animalprotein food including marine

productsandmeat.Beingsurroundedbywateronthreesides,

SouthKoreaisoneofthehighestconsumersofmarineproducts

percapitaalongwithChinaandJapan.InSouthKorea,marineproducts

areonthelistofimportantfoodindailyfoodconsumptionlifeandare

expectedtoholdanincreasinglylargeportioninthedietarylifeof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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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need to analyze changes to the consumption

patternsandconsumerperceptionsofmarineproductsasatime

whentheirimportanceisgraduallygrowingasfoodresources.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however,mostlyfocusedontheconsumptionpatterns

ofmarineproductsaccordingtosociodemographicfactorssuch

asgender,residence,income,generation,andnumberoffamily

membersandcoveredonlycertainitemsincludingtheabalone,

fish andshellfish,slicedraw fish,processedmarineproducts,

sashimi,andAndongsaltedmackerel,thusrevealingtheirlimits

ofnocoverageoftheentiremarineproducts.

This study thus classified the types of consumers by

generating apotentialfactorcalled food consumption lifestyle,

whichwasneverattemptedinpreviousstudiesthatanalyzedthe

consumptionsofmarineproducts,andconductedanalysistosee

whether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sumptionofmarineproductsbythetypesofconsumers.The

studyissignificantinthatitconsideredalltheoverallmarine

productsinanalysisratherthan focusing on certain itemsof

marine products and that it could reflect the rising or

withdrawingstateofmarineproductconsumptionaccording to

the meat supply by analyzing the preference system of

consumersformarineproductsagainstlivestock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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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vestigatorconductedclusteranalysisofresultsofSurvey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of2013 by the Korea Rural

EconomicInstitutetoclassifyconsumersandmadeanattemptat

ordered probit analys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consumers'preferenceformarineproductsovermeat.

Theanalysisresultsledtothefollowingimplications:first,

consumersliving in acoastalareapreferred marineproducts

morethan thosewhowereliving in an inlandarea.Second,

olderpeopleandwomenpreferredmarineproductsasmeansof

animalproteinintaketolivestockproductsmorethanyounger

peopleandmen,respectively.Third,thehouseholdswithchildren

avoidedmarineproductsmorethantheoneswithoutchildren,

which reflects underage children's resistance againstmarine

products and parents' concern with the adverse effects of

radioactivecontaminantsonthehealthoftheirchildrensincethe

nuclearaccidentinJapan.Finally,theconsumergroupinpursuit

ofhealthpreferredmarineproductstolivestockproducts,andthe

consumersinpursuitofconvenienceavoidedmarineproducts.

 Basedonthefindings,thestudyproposedthefollowingplansto

activatetheconsumptionofmarineproducts:itwillbeeffectiveto

segmentthemarketaccordingtotheageandgenderofconsumers

anddevelopproductsproperforeachsegmentinordertoexpand

theconsumptionofmarineproducts.Giventhattheconsump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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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productsisconsiderably low in theconsumergroupin

pursuitofconvenience and practicality as the mostimportant

attributes,itwillbethemosteffectivemarketing strategy to

developnew productscapableoffastcookingintheexpansionof

marineproductconsumption.Considering thattheperceptionsof

marine products in terms ofsafety and health benefithave

enormousimpactsonconsumers'preferenceformarineproducts,it

isneededtoreinforcetheconcernedactsandinstitutionsincluding

theFoodSanitationActandQualityControlActsothattheywill

puttrustinmarineproductsassafefoodandthusexpandtheir

consumption.In addition,itis also required to continue the

expansionofitemsandcompaniestobesubjectedtotheSeafood

Traceability System and do active promotions aboutthem to

promotetheconsumptionofmarineproducts.

Thoseanalysisresultswillprovidebasicdatatopromotethe

developmentandconsumptionofmarineproductstomeettheneedsof

consumersbyhighlightingthatthefoodconsumptionlifestyleplays

importantrolesinpreferenceformarineproductsovermeatalongwith

gender,age,andchild.

Keywords:Seafood Preferences,Lifestylefactors,Clusteranalysis,Ordered

probit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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