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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핵가족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이나 사이버 공간 등 자신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려는 코쿠닝(cocooning)현상(Face Popcorn, 1999), 싱글 가
정의 증가와 함께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되면

서(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1), 테이크
아웃 푸트나 즉석가공식품의 수요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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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set up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HMR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by distribution channels(convenience store/large market),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rough empirical analysis, resp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HMR purchase from convenience store and large market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8, 2018 to January 26, 2018, and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89 of them were used as an effectiv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SPSS 20.0 was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oduct quality on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among HMR selection attributes at convenience store, and product 
safety and convenience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only the convenience of HMR 
selection attributes in the large marke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and product safety and 
product quality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Third, HMR satisfaction in convenience stores 
and large marke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purchase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HMR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which are important in the existing HMR research, by each distribution channel(convenience store/large 
market). It is meaningful to help them establish an effective sales strategy for each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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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heridan, 2000). 햇반이나 레토르트 식품과 같이 전자레
인지 등을 이용해 즉석조리가 가능한음식이 늘어나고 있으

며, 서양에서는 이미 요리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대체식)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
도 현대의 가속화된 사업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

서 요리의 간편성과 시간절약의 요구에 따라 HMR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Min, 2003). 특히, 남성과 여성의 구매 역할
에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과 놀이 모두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

의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영양 모두를 갖추면서 가정식을

대체할 만한 식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HMR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Chung, 2005). 
이러한 HMR은 가공식품과 공장에서생산된 식품에 익숙

한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의 식생활문화의 변화와 집에서
조리할 시간이없는 바쁜 라이프스타일과 함께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조리하지 않아도 되고, 비싼 외식
을 하지 않아도 금방 조리된 신선한 밥과 반찬을 구입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 형태를 점차 선호하고 있다(Lee, 2012). 
이렇게 HMR시장은 앞으로 사회 환경 변화와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에 발맞추어 급속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유명 외식기업들은 H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식품유통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
외식 기업들은가정 간편식 판매가 대부분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take out)이나 배달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최근에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PB상품(자체상품)으
로 출시되는 등 다양한판매방식으로빠르게 신제품이 출시

되고 있다. 따라서 HMR은 테이크 아웃과 차별되는 개념의
식사 솔루션(meal solution)으로 소비자의 ‘편의’와 ‘시간절
약’을 위해 발전되는 분야이다.      

HMR 시장은백화점을중심으로고급외식브랜드를지향
하고호텔요리수준의상품을중점적으로다루는델리샵형

태와 국․탕류, 준대, 김밥, 반찬 등 가공식품 및 즉석 조리
식품을 위주로 하는 대형마트나 할인점의 식품코너로 양극

화되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또한 편의
점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PB 상품을 개발하고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판매욕구를

촉진하고 있다. CU는 2011년 이후 해마다 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는 편의점 도
시락의고급화현상으로조금비싸더라도집밥수준의프리미

엄 도시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Trendy Biz, 2016.07.04.).  
이렇게 HMR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도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대형마트나 백
화점, 편의점등에서판매되고있는 HMR 제품들은외부경쟁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 내의 대체 제품과 경쟁
하고 있기 때문에 HMR 제품의 판매 장소에 따라 판매촉진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들이가장접근하기편리하며대중적인대형마트와편의점

을 이용하는고객을대상으로비교연구를실시하고자 한다.
HMR 시장의 다양한경쟁 환경과 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

HMR 선택속성(Kim, Kwem, & Shim, 2007; Kwon, Lee, & 
Choi, 2005; Yoo, Seo, Choi, & Lee, 2012; Lee, Park, & Cho, 
2011; Seo, Choi, & Lee, 2011), HMR 상품개발(Choi, Seo, & 
Lee, 2012; Jeon & Lee, 2009), 선호도(Chae, Bae, & Yoon, 
2008; Seo & Yoon, 2004), 유통업체의 HMR 판매전략(Lee, 
2012; Kim, K. J. 2013; Kim, M. K., 2013). 편의점 도시락
(Park, Woo, Kim, Lee, & Cho, 2016; Park, 2017; Song, 2017) 
등소비자의특성에따른상품개발과소비자구매행동에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HMR 구매 시 구매하는 장소
에 따라 소비자들의 HMR  어떤 기준에 의해 상품을 선택하
는지에 대한 선택속성과 구매 전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켰는

지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에 다시 구매할 의지에 대한 재

구매의도간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
경로(편의점/대형마트)에 따른 HMR 선택속성과 만족, 재구
매의도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구매행동을 예측하고, 각 세분 시장별로 효과적인 판매 전
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자료를제공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외식시장에서의 HMR은 바쁜 현대인들과 싱글족 등을위

한 요리의 간편화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삶을 이어가는

대안이 될 것이며, 시장 진입 발전단계인 HMR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분석을 통해 고객 분석이 요구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각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로 HMR 제
품이갖춰야 할 조건들을모색하고, 새로운 상품 및시장개
발과 판매촉진 전략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HMR 시장 현황

싱글족과맞벌이가일반화된 2000년대이후부터국내 HMR 
시장은 주목을 받았으며, 백화점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활성
화 되었다. 그러나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대
형마트 할인매장 또한 고급화 경향에 걸맞게 HMR 매장을
유치하였으며, 매년 3～5%의 성장세를 보였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카페아모제((주)아모제), 델쿠치나
(CJ), 인더치킨(조선호텔) 등의 HMR 브랜드들이 주로 대형
백화점 식품 매장에 위치하였고, 가정에서 레스토랑 요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을 내세워 20～30대의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 30～40대 주부와 노년층을 대
상으로 하는 반찬전문 매장이 등장하였고, 대형마트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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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가공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이 주로 출시되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5).
신세계 이마트는 2009년 HMR 시장에 나섰고, 이마트 문

화센터를 활용해 주부를 대상으로 HMR 요리강좌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롯데마트는 설 명절 때 고향에 가지 않는 싱
글족들로 인해 HMR 수요가 증가했으며, 6월에는 캠핑족들
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Lee, 2015). 그러나 국이 있고 온기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식사를 대체할 만한 메뉴가당시에는 개

발되지 않아 HMR 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Korea Ru-
ral Economic Institute, 2015). 이 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
화되고 핵가족, 노인인구 증가와 동시에 경기불황과 물가상
승으로 외식비를 절감하려는 합리적인 소비심리가 맞물린

양적 성장과 메뉴의 다양화, 음식 품질 개선, 건강을 중시하
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통

해 HMR 시장은 성장하기 시작했다(Park, 2017).  
한편, 국내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편의점업계가 꾸준

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한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타 유통업체와 달리, 편의점은 1인 가구의 증가(2005년
20.0%, 2015년 27.1%)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인해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다(Tychun Post, 2015.12.07.).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8조
원으로 시작해서 2012년 10조 9,000억원, 2015년에 약16조
원대까지 증가하였으며, 편의점 점포수는 1997년 2,000개에
서 2001년 3,000개를 돌파했다(Tychun Post, 2015.12.07.). 그
리고 국내 편의점업계를 이끌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디미이며, 이 중 CU, GS25, 
세븐일레븐이 1, 2, 3위를 차지해 편의점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Daily Economy, 2016). 이미 수도권 등의 대도시에는
많은 수의 편의점들이 분포하고 있어점포확장이 어려운 상

황이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양적인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시도로 차별화를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PB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Tychun Post, 2015.12.07.).

2.2. HMR 선택속성(HMR Selection Attributes) 

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수

많은 속성들 중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제

품특성(Kang, Kim, & Lee, 2008)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
택 속성이란 상품이나서비스가 가진 유, 무형의특징중 실
제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Lewis, 1981), 
한 제품이 어떤 속성 수준을 갖는지의 여부는 그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도나 재구매의도와 같은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Kotler, Bowen, & Makens, 1996). 
Chung, Lee와 Yang(2007)은 HMR 선택 시 고려하는 속성

요인을 위생적 품질, 음식 맛, 신선도, 선호 메뉴, 적절한 가

격, 용기, 영양등 27개항목을선정하여소비자인식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생적 품질, 음식 맛, 신선도, 선호 메뉴, 
적절한 가격 순으로 HMR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
혔다. Kang(2014)은 대학생들이 HMR 구매 시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위생 및 음식의 질, 편의성, 가격, 외관 및 포장, 
긍정적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Kim(2016)은 1인 가구의 HMR 
선택속성 요인을 트렌드, 품질, 편리성, 경제성으로 명명하
였다. 또한 Lee(2015)는 주부들의 즉석가공식품 선택속성 요
인으로 가격 및 음식 품질 적절성, 기호성, 포장 및 브랜드, 
접근성 및 편의성, 음식의 질의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Lee, Park과 Cho(2011)는 HMR 상품범주중 RTEC 선택속
성을 가치와 유용성, 상품정보, 선호메뉴와 간편성, 상품 편
의성, 음식품질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가치와 유용성, 선호
메뉴와 간편성, 음식품질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나타났으며, 가치와 유용성, 음식품질은 재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6)는
HMR 선택속성을 조리편리성, 제품의 질, 가격, 건강의 4가
지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HMR 선택속성은 모두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리편리성, 가격, 건강
만이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HMR 편의점 도시락 선택속성에 관한 Song(2017)의 연구에
서, HMR 편의점 도시락 선택속성을 음식의 질, 제품 편의
성, 제품의 가격, 제품 다양성으로 보았으며, 모든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eo, Choi와 Lee(2011)는 서울․경인 지역의 대형마

트와 백화점에서 HMR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HMR 선택속성(음식품질, 편의, 포장, 직원서
비스)가 지각된 효용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효용가치는 재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Park(2017)은 편의점 도시락에 관한 연구로 편의점 도시락
선택속성 중 제품특성과 경제성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유의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 선택속성 중 제품특성과 외관이 재구매의도에 유의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구전의도에는 편의점 도시락
선택속성 중 외관만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단지 다양한 유통경
로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므로, 
유통경로별로 각 세분시장 간의차별화된 비교 연구는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경로(편의점/
대형마트)별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3. 만족(Satisfaction) 

만족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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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판단하는 반응(Kim, Jo, Yim, & Nam, 2015)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객만족의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고객만족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접근방식은 기대와 성과의 일치/불일치
모형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품 성과에 대한 구매 후
평가를 기대의 일치/불일치와 같은 인지적 과정과 관련지은
연구의 틀이다. 기대보다 성과가 높으면 만족의 증가로 예
측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Yi, 2000). 

Park, Roh와 Hong(2009)은 고객만족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객만족
은 재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이 높아지면 충성
도가 높아지기때문에 결국 기업이미지에 대한평판도 호의

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만족한 고객은 적극적인 구전활
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감소하면서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고객들은 높
은 수준의 만족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관계를 지속하거나

재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Ka-
poor, 1989). 따라서 만족은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이며,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대
한 평가와 소비자의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HMR 만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Park와 Cho 

(2011)는 HMR 상품 범주 중 RTEC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2016)는
HMR 선택속성에 대한고객만족도는구매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 재구매의도(Repurchase Intention) 

재구매 의도는 특정 제품의 과거 구매 경험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다시 구입하려는 자신의 신념으로, 고객이 미
래에도 제품을 반복하여 사용할 가능성을 말한다(Mackenzie 
& Lutz, 1989). 이러한 재구매의도는 만족경험의 결과이며, 
많은 연구에서고객만족이 구매 후 태도와 재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Oliver & Linde, 1981; Labar-
bera & Mazursky, 1983; Oliver & Swan, 1989). 
고객만족의 개념이 일종의 태도와 연관된 개념이라고 하

면, 구매의도는 구매하는 행동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즉, 정기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
거나 경쟁업체의 유인전략에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고객의만족도 제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구매

가 이루어지는이유와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

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Lee, 2010). 
외식분야에서도 소비자의 만족과 재구매 간에 관계에 관

한 연구가 많다(Pettijohn, Pettijohn, & Luke, 1997; Clark & 
Wood, 1998; Kivela, Inbakara, & Reece, 2000, Kim & Lee, 
2009). Kim(2009)은 외식산업의 서비스품질, 관계혜택, 만족
과 재구매의도 간 관계에서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 Park과 Cho(2011)는 RTEC상
품에 대한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이렇게외식산업에서도재구매의도는매우중요한변수로

작용하며, 고객들은 단지 거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노력에 의해 재구매 또는 장기간의

거래를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Shen, 
2013).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고객들의 재구매의도를 향상
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구
매의도에영향을주는요인들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고, 재
구매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Chung, 
Lee, & Yang, 2007).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
마트)로 HMR 선택속성이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념적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개념적 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 1: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 HMR 선택속성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편의점에서의 HMR 선택속성은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은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 HMR 만족은 재구
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편의점에서의 HMR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형마트에서의 HMR 만족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Conceptual model.



양동휘208

3.2.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HMR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
출법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
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00부
를 배포하여이 중 289부를유효 자료로사용하였다. 실증분
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타당성과신뢰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3.1. HMR 선택속성 

본 연구에서의 HMR 선택속성은 소비자들이 HMR을 선
택할때중요시하는정도(Kang, Kim, & Lee, 2008; Lee, Park, 
& Cho, 2011)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Chung(2005), 
Kang, Kim, & Lee(2008), Lee, Park, & Cho(2011), Yang, Kim, 
& Kim(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총15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만족

본연구에서의만족은 HMR에대해유형적만족과무형적
만족을 포함하는 고객의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Chung, 2005; 
Lee, Park, & Cho, 2011)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Blodgett, Granbois, & Walters(1993), Zeithaml & Bitner(1996), 
Chung(2005), Lee, Park, & Cho(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총 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재구매의도

본연구에서의재구매의도는고객들의재방문을통한 HMR 
제품을 지속적인 구매의사의 적극적인 행동표현(Lee, Shin, 
& Yu, 2011)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측정항목은 Jeong & Park 
(2004), Choi & Park(2009), Lee, Shin, & Yu(2011), Seo, Choi, 
& Lee(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총 2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자가 138명(47.8%), 여자가 151명(52.2%)으로 나타났

으며, 연령대는 20～25세가 60명(20.7 %), 26～30세가 75명
(26.0%), 31～35세가 61명(21.1%), 36세 이상이 93명(32.2%)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저트카페를 가장 많
이 이용하는 연령대를 20대와 30대로 보고, 20대와 30대가
초반과후반에한쪽으로편중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20～
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50명(17.3%), 전문대졸이 83명(28.7%), 

대졸이 139명(48.1%), 대학원졸이 17명(5.9%)으로 나타났으
며, 직업은학생이 65명(22.5%), 회사원이 100명(34.6%), 자영
업이 26명(9.0%), 프리랜서가 12명(4.9%), 전문직이 46명(15.9%), 
주부가 24명(8.3%), 기타가 16명(5.5%)으로 나타났으며, 결
혼여부는 미혼이 173명(59.9%), 기혼이 116명(40.1%)으로 나
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유통경로는 편의점이 137명(47.7%), 
대형마트가 152명(5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9)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38  47.8

Female 151  52.2

Age

20～25  60  20.7

26～30  75  26.0

31～35  61  21.1

36 ≤  93  32.2

Education 

High school  50  17.3

College  83  28.7

University 139  48.1

Graduate school  17   5.9

Occupation

Student  65  22.5

Office worker 100  34.6

Self-employment  26   9.0

Freelancer  12   4.2

Professional  46  15.9

Housewife  24   8.3

Others  16   5.5

Marriage
Single 173  59.9

Married 116  40.1

Distribution 
channel

Convenience store 137  47.4

Large market 152  52.6

Total 2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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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타당성과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KMO(=0.885>0.5)값과 Bartlett의 구형성검증 결과(p= 
.000<0.5)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입증되었

다. 먼저, HMR 선택속성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직각회
전 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 회전방식의 주성분 분석을 실

시하였으므로 각 요인 간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요인을 추
출하였다. 또한 HMR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0.6 이
상으로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집
중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MR 선택속성의 탐색적 요

Table 2.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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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R 
selection 
attributes

Product
safety

Eco-friendly material .853 .795

4.404 29.357 .930

Country of origin .844 .795

Eco-friendly certification .838 .782

Main raw material .788 .750

Food additives .773 .696

Safety .686 .727

Conve-
nience

Cooking method .799 .688

3.525 23.503 .864

Purchase location .774 .611

Cooking time .747 .610

Vessel .690 .620

Packaging .657 .569

Distribution channel .618 .586

Product 
quality

Freshness .869 .830

2.709 18.063 .880Quality .866 .821

Taste .819 .758

KMO=.885, Bartlett's test=3,168.812, df=105, p=.000, Total variances: 70.923%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913 .833

3.039 75.978 .894
Food taste satisfaction for effort .886 .785

Convenient satisfaction .854 .730

Price satisfaction .832 .692

KMO=.832,   Bartlett's test=689.273, df=6, p=.000, Total variances: 75.978%

Repurchase intention
I will purchase HMR again. .957 .915

1.830 91.507 .906
I will purchase HMR continuously. .957 .915

KMO=.500,   Bartlett's test=334.730, df=1, p=.000, Total variances: 91.507%

인분석결과, 총 분산설명력은 70.923(%)으로 나타났으며, 
f1: 제품안전성, f2: 편리성, f3: 제품품질의 3가지 요인이 도
출되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0.930, 0.864, 0.880으로 나타났으
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족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값

이 0.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설명력이 75.978(%)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 α 계수가 0.894로나타났으므로타
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재구매의도에 관한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적재값이 0.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설명력이 91.507 
(%)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 α 계수가 0.906으로 나타났
으므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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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

계와 가설설정에서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품안전성과 재구매의도 간
의 상관관계만이 유의하지 않고 모든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3.1. 가설1: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① 가설1-1: 편의점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결과

편의점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영향력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R2=.8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F=7.072, p=.000으로 나타나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의 HMR 선택속성 중 제품품질(β=.232)만
이만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편의점에
서의 HMR 선택속성 중 제품안전성과 편리성은 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
은 부분채택되었다.

  ② 가설1-2: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 결과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3.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Product safety Convenience Product quality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Product safety 1

Convenience .601** 1

Product quality .506** .442** 1

Satisfaction .128* .307** .212** 1

Repurchase intention .035 .217** .150* .758** 1
* p<.05, ** p<.01.

Table 4. The effect of HMR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in convenience stor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β) t-value p-value

Satisfaction

Constant 3.125 .599 5.216 .000

Product safety -.046 .097 -.049 -.472 .638

Convenience .159 .117 .141 1.350 .179

Product quality .229 .090 .232 2.551* .012

R2=.084, adj R2=.064, F=4.082, p=.000  

* p<.05.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R2=.179로 나타
났고, 회귀모형은 F=10.754, p=.000으로 나타나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 중 편리성(β= 
.481)만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 중 제품안전성과 제품품질
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1-2는 부분채택되었다. 가설1-1과 가설1-2가 부분
채택되었으므로 가설1은 부분채택되었다. 

4.3.2. 가설2: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 HMR 만족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① 가설2-1: 편의점에서의 HMR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 결과

편의점에서의 HMR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R2=.509로 나타
났고 회귀모형은 F=139.804, p=.000으로 나타나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편의점에서의 HMR 만족(β=.713)이 재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
은 채택되었다.

  ② 가설2-2: 대형마트에서의 HMR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 결과

대형마트에서의 HMR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식의 결정계수 R2=.6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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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HMR selection attributes on satisfaction in large marke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β) t-value p-value

Satisfaction

Constant 2.054 .622 3.301 .001

Product safety -.144 .126 -.126 -1.144 .255

Convenience  .625 .124 .481  5.034*** .000

Product quality  .022 .125 .018  .176 .860

R2= .179,  adj R2= .162,  F=10.754,  p=.000  

*** p<.001.

Table 6. The effect of HMR satisfaction on repurchase intention in convenience stor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β) t-value p-value

Repurchase intention
Constant 1.185 .342 3.466 .001

Satisfaction .786 .067 .713 11.824*** .000

R2=.509, adj R2=.505, F=139.804, p=.000

*** p<.001.

Table 7. The effect of HMR satisfaction on repurchase intention in large marke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β) t-value p-value

Repurchase intention
Constant .346 .287 1.207 .229

Satisfaction .897 .058 .785 15.508*** .000***

R2=.616, adj R2=.613, F=240.502, p=.000

*** p<.001.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F=240.502, p=.000으로 나타나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의 HMR 만족(β=.785)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2-2는 채택되었다. 가설2-1과 가설2-2가 채택되었으
므로 가설2는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유통경로별(편의점/대형마트)로 HMR 선택속
성이 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
설을 검증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결과및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점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본 결과, HMR 선택속성 중 제품품질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안전성과 편

리성은만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HMR 구매
시 제품의 신선도나 품질, 맛과 같은 HMR 제품품질을 중요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HMR의 제품품질이 만
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는편의점을
이용하는소비자들의특성이대형마트소비자들에비해 HMR 
구매 시 양적인 면에서는 소량이지만 빈도 측면에서는 잦은

구매를 하며, HMR 구매의 목적이 저장이 아닌 바로 식사대
용으로 소비를 하는 형태이므로, 음식 제품의 가장 핵심적
인 속성인 신선도나품질, 맛과같은 HMR ‘제품품질’요인이
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HMR에 대
한 판매촉진 전략 구축 시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에 비해 신

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제품의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HMR 제품품질의 유통
기한이 짧은 것이 특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처리한다는 메시지를 어필할수 있는 광고 전략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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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한 편의점으로부터의 매출

액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형마트에서의 HMR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HMR 선택속성 중 편리성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안전성과 제
품품질은 만족에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이 편의점
소비자들에 비해 HMR 구매 시 양적인 면에서는 대량구매
를 하지만 빈도 측면에서는 낮은 빈도의 구매를 하며, HMR 
구매의 목적이 바로 소비하기 보다는 저장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품의 보관이나 저장이 용이한 용기
나 포장, 제품 사용 시 조리시간이나 방법이 간편하고, 구매
장소도 편리한 위치에 있는 ‘편리성’요인이 만족에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대형마트에서만 판매되는 PB 제품의 개발 및 판촉 전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HMR PB 제품 개발 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장이나 용기가 HMR 제품을 오래 보
관하더라도 제품이 변형이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

게 제공됨으로써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긍정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여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
자들의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충
성고객이 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MR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
성 중 하나인 조리시간이나 방법의 간편성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

이다. 즉, 누구나쉽게조리할수있는간편하고다양한조리
방법을 제공하고, 조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도록 최소

한의 조리시간으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제품개발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이렇게 조리의 편리
성을 강조하는 신제품 출시 시 대형마트 내에서 간편하고

편리하며 맛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HMR 제품에 대한
시연을 통해 고객이 관심을 갖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품안전성’ 요인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MR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HMR 선택 시 친환경재
료나 인증, 원산지표시, 주원료나재료 등 ‘제품의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HMR 소비자층이 더욱 세분화 되고 확대됨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건강을 중시하는 실버세대 등의 소비자들은

HMR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요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
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같은 친환경재료를 통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구매할 수 있는 신뢰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의 HMR 만족이 재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의점 소비자와 대형마트 소비자의 각각의 특징을 잘파악

하여 HMR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면 지속적인 구
매의도인 재구매의도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각 유통경로별(편의점/형마트)로 HMR 제품에 대
한 소비자 욕구를 잘 파악하여 욕구충족에 적합한 HMR 제
품을 모색함으로써 만족도와 재구매의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새로운 상품개발과효과적인판매촉진 전략 구축에활용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기존의 HMR 연구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 HMR 

선택속성, 만족, 재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유통경로별(편의
점/대형마트)로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으로
는 HMR시장을 소매점포 유통경로별로 소매 점포 믹스전략
을 도출함으로써 이론적 체계를정립하는데 기여할 수있으

며, 실무적으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구매
행동을 예측하고, 각 세분 시장별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HMR의
더욱 구체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해 오프라인에서의 편의점

과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특성을파악

하여온라인시장과오프라인시장간의비교분석을실시한다

면 HMR 제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다양한 직
업 등으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면 기업들이 각 세분시장에 적합한 제품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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