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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erceptions and choice attributes toward plant-based foods and identifies the differences between

vegetarians and omnivore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245 vegetarians and 246 omnivores. The results reveal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egetarians and omnivores. Compared to omnivores, vegetarians perceived that plant-based

food products would be ‘good taste’, ‘animal-friendly’, and ‘consistent with their personal value’. Omnivore scores were

higher in the perception that it would be ‘good for health’ and ‘environment-friendly’.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between both diet groups when considering the factor of nutrition. When considering choice as an attribute

for plant-based food products, vegetarians responded that ‘ingredients’ were the most important, while omnivores

responded that ‘taste’ was the most importan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nd promoting plant-

based food produc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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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전 세계적으

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성 식품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토지와 자원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며,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Tilman & Clark 2014). 따라서 식물성

식품 위주로의 식단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으

며 지구 생태계 및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Poore & Nemecek 2018; Springmann et al. 2018;

Graça et al. 2019).

지속가능성 문제 이외에도 채식주의자가 되는 동기는 매

우 다양하다(Ruby 2012). 서구 문화에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세 가지 주요 동기는 건강, 환경 및 동물 보호이다(Rosenfeld

2018; Hopwood et al. 2021). 그러나 한국에서 최근 채식주

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채식 관련 학술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기존 한국 채식주의자에 대한 연구는 심혈관

질환 인자와의 관련성(Cha 2001), 채식인과 비채식인의 동

맥경화성 심장질환 위험도 비교(Hong et al. 1996), 운동 시

BCAA 섭취 채식인의 대사 물질 변화(Kim et al. 2002) 등

대부분 영양 및 건강상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채식주의자의 동기,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인식, 구매행동, 선택속성을 조사하여 국내 채식주의자

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s)은 식물성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으로,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식품을 의미한다. 성분상으

로는 비건 식품(Vegan foods)과 유사하나 비건 식품은 동물

실험, GMO 배제 등 기준이 더 높고 다양한 윤리적 의미를

내포하기에 둘 간에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의 식물성 식품은 모든 동물성 식품(육류, 어류,

유제품류, 난류 등)을 없앤 음식, 즉 모든 채소류와 과일류,

곡물, 두류 등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식물성 가공식품으로는

한국의 두부와 청국장, 일본의 낫또, 인도네시아의 템페 등

이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식물성 가공 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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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물성 대체 유제품류(아몬드 우유, 귀리우유, 식물성 아

이스크림, 식물성 버터, 식물성 치즈 등), 식물성 대체 육류

(콩고기, 밀고기, 배양육 등), 식물성 베이커리류, 식물성 과

자류 등이 있다.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은 모든 사람이 날 것 또는 조

리된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식품을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Plant-

based food products)”으로 한정하고 이를 넓은 의미의 식물

성 식품에서 완전히 자연적인, 즉 전혀 가공되지 않은 식물

성 식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식물성 가공

품(두부, 청국장, 낫토, 템페 등), 식물성 대체 우유(두유, 아

몬드 우유, 귀리 우유 등), 식물성 대체 육류(콩고기, 밀고기

등), 비건 베이커리류(비건 빵, 비건 케이크 등), 비건 과자류

(비건 젤리, 비건 초콜릿, 비건 과자 등)를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 products)으로 정의하고, 이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인식, 구

매행동, 선택 속성에 대해 조사하고 잡식주의자와 채식주의

자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식물성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 245명과 잡식주의자 246명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채식주의자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스스로를 채식주의자 혹은 세미채식주의자(비건, 오

보, 락토, 락토오보,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안)라고 식별하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59세 이하

인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비확률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

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를 선정을 위해 국내

웹 기반 채식 커뮤니티 및 소셜관계망에 모집공고문과 설문

조사 링크를 올렸다.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직접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끝까지 응답한 경우

설문조사가 기록되었다.

채식주의자의 응답을 먼저 완료한 후 채식주의자와 동일

한 비율의 성별, 연령별할당으로 잡식주의자의 응답을 받았

다. 잡식주의자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데이터스프링코리아

(https://www.d8aspring.com/ko)를 통해 진행되었다. 채식주의

자의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도 ㈜데이터스프링코리아에서 같

은 내용으로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윤리적 엄격성을 위하

여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계

획서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002-0011-03). 또한 설문조사의 첫 화면에서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읽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응답이 진행되었다.

2. 조사 도구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1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 products)

에 대한 인식, 구매빈도, 선택속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식이

유형(Dietary types) 및 인구통계학적 설문 문항도 사용되었

다. 설문지 구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 products)에 대한

인식 문항은 6개로 구성되며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매

<Table 1> Questionnaire design

Item (number) N=41 Variables Scale

Perception on plant-based food products 6
Good taste, Good for health, Enough nutrition, Environment-

friendly, Animal-friendly, Personal value
7-point scale

Purchase behavior on plant-based food products 5
Traditional soybean product, Plant-based milk, Plant-based 

meat, Vegan bakery products, Vegan snack
Nominal scale

Choice attribute on plant-based food products

(Ophuis & Van Trijp, 1995; Guerrero et al., 2010)

15

Taste, Ingredients, Addictive, Country of origin, Nutrient-

enhanced, Processing degree, Price, Convenience, Accessibility, 

Brand, Packaging materials, Way of producing, Design, 

Advertising, Uniqueness

7-point scale

1 The most important choice attribute 7-point scale

Self-identifying dietary type (Cliceri et al., 2018) 2 Vegetarian type, Dietary type Nominal scale

Vegetarian experience 4
Motivation, Reason for continuation (single/multiple choice), 

Duration
Nominal scale

Demographic items 8
Sex, Ag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 Family 

composition, Occupation, Education, Monthly house income
Nom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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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매 빈도에

대한 문항은 1(거의 구매하지 않음)에서 7(하루에 1회 이상)

까지 명목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택 속성 조사를 위해

서는 Guerrero et al. (2010) 및 Ophuis & Van Trijp (1995)

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15개 선택 속성에 대하여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7(매우 중요하다)까지 응답하도록 하였

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 속성 1가지를 응답

하도록 하였다.

식이 유형(Dietary type) 조사를 위해 De Backer & Hudders

(2015), Cliceri et al. 2018 및 Dagevos (2016)의 분류를

참고하여 범주를 제시하였다. 식이 유형을 8가지 세부 범주

(비건, 오보, 락토, 락토오보,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안, 육

류 섭취자) 및 4가지 상위 범주(완전 채식주의자, 채식주의

자, 세미베지테리안, 잡식주의자)로 분류한 두 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명목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식이 유형 분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식이 유형이 잡식주의자가 아닌 경

우 채식 시작 동기, 채식 유지 기간, 채식 유지 이유를 조사

하였다.

3. 분석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로 수집된 총 491부(채식주의자 245부,

잡식주의자 246부)의 유효 표본은 SPSS Statistics 22.0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 products) 구매 빈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채식

주의 또는 잡식주의 식이 유형에 따른 인식과 선택속성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에 제

시하였고, 채식주의자의 채식 유형, 채식 동기, 채식 지속 이

유 및 유지기간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채식주의자 245명 중 조사 대상자가 스스

로 식별한 채식 유형은 비건(Vegan) 124명(50.6%), 오보

(Ovo) 9명(3.7%), 락토(Lacto) 15명(6.1%), 락토오보(Lacto-

ovo) 24명(9.8%), 페스코(Pesco) 37명(15.1%), 폴로(Pollo)

13명(5.3%),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 23명(9.4%)이었다. 이

를 <Table 2>의 상위 범주 세 그룹으로 분류하면 완전채식

주의자(Vegans) 124명(50.6%), 채식주의자(Vegetarians)와 48

명(19.6%), 세미채식주의자(Semi-vegetarians) 73명(29.8%)으

로 나타났다.

반면 채식 유형을 세 단계의 상위 범주에 따라 응답한 경

우에는 완전채식주의자(Vegans) 110명(44.9%), 채식주의자

(Vegetarians) 53명(21.6%), 세미채식주의자(Semi-vegetarians)

82명(33.5%)으로 조사되어 세부 범주와 상위 범주 간의 일

치도에 차이가 있다. 비건인 응답자가 스스로 완전채식을 하

지 않는다고 느껴서 일치도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음식의 특성상 육수나 젓갈이 많이 사용되어 완전 채

식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생선류를 섭취하는 페스

코 응답자가 스스로를 세미채식주의자가 아닌 채식주의자라

고 인식해서 일치도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채식 시작 동기는 ‘건강’이 89명(36.3%), ‘동물보호’가 85

명(34.7%), ‘환경보호’가 36명(15.1%), ‘종교적 이유’ 15명

(6.1%), ‘주변 사람의 영향’ 6명(2.4%), ‘기타’ 13명(5.3%)이

었다.

채식을 지속하면서 동기가 변화하므로(Rosenfeld 2018) 채

식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채식을 유지

하는 이유는 ‘동물보호’가 59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82명(33.5%)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환경보호’가 39

명(15.9%), ‘종교적 이유’ 13명(5.3%), ‘주변 사람의 영향’ 5

명(2.0%), ‘기타’ 11명(4.5%)으로 나타났다.

채식주의자가 채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고 복합적이므로(Rosenfeld 2018) 채식을 유지하는 이

유를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채식을 유지하

는 이유로 ‘동물보호’ 177명(72.2%), ‘환경보호’ 173명

(70.6%), ‘건강’ 164명(66.9%), ‘주변 사람의 영향’ 25명

(10.2%), ‘종교적 이유’ 22명(9.0%), ‘기타’ 14명(5.7%)으로

응답되었다. 채식을 유지하는 이유를 다중 선택할 수 있을

때 3가지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가 94명(38.4%)으로 가장 많

았고, 1가지 72명(29.4%), 2가지 48명(19.6%), 4가지 30명

(12.2%), 5가지 1명(0.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물보호,

환경보호, 건강 측면이 채식의 세 가지 주요 동기이자 지속

이유로 조사되었다.

채식 지속 기간은 20년 이상이 22명(9.0%),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 40명(16.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명(6.9%),

4년 이상 5년 미만이 14명(5.7%), 3년 이상 4년 미만이 20

명(8.2%), 2년 이상 3년 미만이 26명(10.6%), 1년 이상 2년

미만이 47명(19.2%),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4명(18.0%),

6개월 미만이 15명(6.1%)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etary types

Category Label Designation

Full-time meat eater Omnivore Omnivores

Flexitarian

Semi-vegetarian

Vegetarians

Pollotarian

Pescatarian

Lacto-ovo vegetarian

VegetarianLacto-vegetarian

Ovo-vegetarian

Vegan V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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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인식

식이 유형에 따른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인식을 비

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맛이 좋을 것(Good taste)이라는 인식은 채식주의자

(5.03±1.27)가 잡식주의자(4.54±1.09)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동물 생명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Animal-friendly)이라는 인식은 채식주의자(5.84±1.35)가

잡식주의자(4.63±1.27)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

였다(p<.001). 개인적 가치에 부합(Personal value)한지에 대

한 인식은 채식주의자(5.20±1.62)가 잡식주의자(4.16±1.23)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건강에 도움이 될 것(Good for health)이라는 인식은 채식

주의자(4.24±1.61)가 잡식주의자(5.21±1.18)에 비해 유의적으

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1).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

<Table 3> Demographic profile of subjects

Items
Vegetarians (n=245) Omnivores (n=246)

Frequency (n) Percent (%) Frequency (n) Percent (%)

Sex
Male 68 27.8 70 28.5

Female 177 72.2 176 71.5

Age

20-29 73 29.8 72 29.3

30-39 76 31.0 76 30.9

40-49 60 24.5 60 24.4

50-59 36 14.7 38 15.4

Marital status

Married 100 40.8 119 48.4

Unmarried 136 55.5 125 50.8

Etc 9 3.7 2 0.8

Number of family member

1 person 71 29.0 31 12.6

2 people 58 23.7 41 16.7

3 people 57 23.3 57 23.2

More than 4 people 59 24.0 117 47.6

Family composition

Alone 71 29.0 31 12.6

With housemate 18 7.3 14 5.7

Husband and wife 37 15.1 22 8.9

Parents+children 110 44.9 164 66.7

Etc 9 3.7 15 6.1

Occupation

Student 32 13.1 22 8.9

Office worker 84 34.3 122 49.6

Full-time housewife 35 14.3 42 17.1

Self-employed 23 9.4 16 6.5

Freelancer 36 14.7 21 8.5

Unemployed 16 6.5 20 8.1

Etc 19 7.8 3 1.2

Education

Highschool 18 7.3 38 15.4

College 29 11.8 40 16.3

University 161 65.7 142 57.7

Graduate school 37 15.2 26 10.6

Monthly house income

(￦10,000)

Under 100 16 6.5 8 3.3

100-200 24 9.8 19 7.7

200-300 58 23.7 32 13.0

300-400 41 16.7 59 24.0

400-500 40 16.3 52 21.1

More than 500 66 26.9 76 30.9

Total 245 100.0 2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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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friendly)이라는 인식은 채식주의자(4.53±1.66)

가 잡식주의자(4.80±1.28)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

를 보였다(p<0.05).

영양적으로 충분할 것(Enough nutrition)이라는 인식은 채

식주의자(4.53±1.52)와 잡식주의자(4.73±1.16)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107).

채식주의자가 잡식주의자에 비해 식물성 식품의 맛이 좋

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점은 식물성 식품의 맛이 좋다고 믿

는 소비자는 동물성 식품 섭취가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식

물성 식품의 맛을 싫어하며 고기 섭취를 많이 하는 이들에

겐 맛이 진입장벽이라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Reipurth

et al. 2019). 또한 식물성 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잡식주의자의 인식은 식물성 식품을 선택하는 기본 동인

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발견한 연구와 일맥상통

한다(Aschemann-Witzel 2015; Peschel et al. 2019; Hopwood

et al. 2020).

3.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구매행동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구매 빈

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구매

빈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식물성 대체 육류

(Plant-based meat)’, ‘비건 베이커리류(Vegan bakery products)’,

‘비건 과자류(Vegan snack, chocolate, and jelly)’의 구매 빈

도에는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001).

채식주의자의 경우 식물성 대체 육류 구매빈도에 대해서

거의 구매하지 않음 99명(40.4%), 1년에 1-2회 25명

(10.2%), 6개월에 1-2회 47명(19.2%), 한 달에 1-2회 51명

(20.8%), 일주일에 1-2회 12명(4.9%), 일주일에 3-5회 9명

(3.7%), 하루에 1회 이상 2명(0.8%)로 응답되었다. 비건 베

이커리류에 대해서 거의 구매하지 않음 36명(14.7%), 1년에

1-2회 17명(6.9%), 6개월에 1-2회 44명(18.0%), 한 달에 1-2

회 95명(38.8%), 일주일에 1-2회 37명(15.1%), 일주일에 3-

5회 13명(5.3%), 하루에 1회 이상 3명(1.2%)로 응답되었다.

비건 과자류에 대해서는 거의 구매하지 않음 63명(25.7%), 1

년에 1-2회 38명(15.5%), 6개월에 1-2회 44명(18.0%), 한

달에 1-2회 61명(24.9%), 일주일에 1-2회 38명(15.5%), 일

주일에 3-5회 7명(2.9%), 하루에 1회 이상 4명(1.6%)로 응

답되었다.

반면 각각에 대해서 잡식주의자는 해당 제품군을 거의 구

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였다. 식

물성 대체 육류 160명(65.0%), 비건 베이커리류 115명

(46.7%), 비건 과자류 146명(59.3%)의 잡식주의자가 거의 구

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제품군은 채식주의자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잡식주의자의 구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인 콩 가공품(Traditional soybean-based

<Table 4> Vegetarian type, motivation, reason for continuation and

duration of subjects

Items
Veg*ns (n=245)

Frequency (n) Percent (%)

Vegetarian type 

(detailed/self 

identified)

Vegan 124 50.6

Ovo 9 3.7

Lacto 15 6.1

Lacto-ovo 24 9.8

Pesco 37 15.1

Pollo 13 5.3

Flexitarian 23 9.4

Vegetarian type 

(self identified)

Vegans 110 44.9

Vegetarians 53 21.6

Semi-vegetarians 82 33.5

Vegetarian 

motivations

Health 89 36.3

Animal concern 85 34.7

Environmental 

concern
37 15.1

Religious belief 15 6.1

Influence of friend/

family
6 2.4

Etc 13 5.3

Reason for 

continuation 

(single choice)

Health 82 33.5

Animal concern 95 38.8

Environmental 

concern
39 15.9

Religious belief 13 5.3

Influence of friend/

family
5 2.0

Etc 11 4.5

Reason for 

continuation 

(multiple 

choice)

Health 164 66.9

Animal concern 177 72.2

Environmental 

concern
173 70.6

Religious belief 22 9.0

Influence of friend/

family
25 10.2

Etc 14 5.7

The number of 

reasons to keep 

Vegetarian

1 72 29.4

2 48 19.6

3 94 38.4

4 30 12.2

5 1 0.4

Duration of 

Vegetarian diets

less than 6 months 15 6.1

6 months-1 year 44 18.0

1-2 years 47 19.2

2-3 years 26 10.6

3-4 years 20 8.2

4-5 years 14 5.7

5-10 years 17 6.9

10-20 years 40 16.3

Over than 10 years 22 9.0

Total 2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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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d foods)’과 ‘식물성 대체 우유(Plant-based dairy

substitutes)’에서는 식이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전통적인 콩 가공품은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으

며 식물성 대체 우유도 콩, 아몬드, 귀리, 쌀, 코코넛 등 다

양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이미 시장에 많이 있다(Sethi et

al. 2016; McClements et al. 2019). 소비자에게 익숙한 제

품이어서 구매빈도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1회 구매량은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한 번에 대량 구매할 경

우 실제 구매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선택 속성

식이 유형에 따른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에 대한 비교 분

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

자의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맛(Taste), 원재료(Ingredients), 첨가물 여부(Addictive), 영

양 강화(Nutrient-enhanced), 가공 정도(Processing degree),

가격(Price), 편의성(Convenience), 브랜드(Brand), 포장재

(Packaging materials), 생산 방식(Way of producing), 디자

인(Design), 광고(Advertising), 독창성/새로움(Uniqueness)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접근성(Accessibility) 요인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 중 원재료(Ingredients) 속성은 채식

주의자(6.36±0.88)가 잡식주의자(5.58±1.22)에 비해 유의적으

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1). 첨가물 여부(Addictive)

속성은 채식주의자(5.89±1.36)가 잡식주의자(5.33±1.24)에 비

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1). 가공 정도

(Processing degree) 속성은 채식주의자(5.29±1.45)가 잡식주

의자(4.93±1.19)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p< .01).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속성은 채식주의자

(5.31±1.49)가 잡식주의자(4.47±1.26)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1). 생산 방식(Way of producing)

속성은 채식주의자(5.82±1.26)가 잡식주의자(5.00±1.21)에 비

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1).

맛(Taste) 속성은 채식주의자(5.84±1.13)가 잡식주의자

(6.12±0.97)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p< .01). 영양 강화(Nutrient-enhanced) 속성은 채식주의자

(4.88±1.62)가 잡식주의자(5.42±1.10)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01). 가격(Price) 속성은 채식주의자

(5.53±1.27)가 잡식주의자(5.96±1.04)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01). 편의성(Convenience) 속성은

채식주의자(5.36±1.31)가 잡식주의자(5.69±1.05)에 비해 유의

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1). 브랜드(Brand) 속성

은 채식주의자(3.98±1.67)가 잡식주의자(4.75±1.28)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1). 디자인(Design) 속

성은 채식주의자(3.56±1.68)가 잡식주의자(4.19±1.27)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1). 광고(Advertising)

속성은 채식주의자(3.29±1.74)가 잡식주의자(4.19±1.44)에 비

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1). 독창성/새로

움(Uniqueness) 속성은 채식주의자(4.00±1.78)가 잡식주의자

(4.54±1.30)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p< .001).

원산지(Country of origin) 속성은 채식주의자(5.56±1.45)

와 잡식주의자(5.33±1.27)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 .062). 접근성(Accessibility) 속성은 채식주의자(5.53±1.26)

와 잡식주의자(5.66±1.07)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 .242).

식물성 식품에 대하여 원재료(Ingredients), 첨가물 여부

(Addictive), 가공 정도(Processing degree),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생산 방식(Way of producing)은 채식주의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가물 여부와 가공정

도를 고려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포장재는

환경 문제 때문이며, 생산방식은 동물권과 인권에 대한 고려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맛(Taste), 영양 강화(Nutrient-

enhanced), 가격(Price), 편의성(Convenience), 브랜드(Brand),

디자인(Design), 광고(Advertising), 독창성/새로움(Uniqueness)

에 대해서는 잡식주의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 15가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속성에 대하여 식이 유형에 따른 결과는 <Table 7>에 제시

<Table 5> Perception toward plant-based food products

Vegetarians (n=245) Omnivores (n=246)
t-value

Mean (SD) Mean (SD)

Good taste 5.03 (1.27) 4.54 (1.09) 4.649***

Good for health 4.24 (1.61) 5.21 (1.18) -7.623***

Enough nutrition 4.53 (1.52) 4.73 (1.16) -1.616

Environment-friendly 4.53 (1.66) 4.80 (1.28) -2.053*

Animal-friendly 5.84 (1.35) 4.63 (1.27) 10.228***

Personal value 5.20 (1.62) 4.16 (1.23) 7.953***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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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χ2 값은 93.952이며, 이에 따른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식이 유형과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원재료(Ingredients) 속성이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83명(3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

음은 맛(Taste) 속성이 66명(26.9%)로 많았고, 첨가물 여부

(Addictive)가 38명(15.5%), 생산 방식(Way of producing)

16명(6.5%), 가격(Price) 14명(5.7%), 접근성(Accessibility) 8

명(3.3%), 원산지(Country of origin) 5명(2.0%), 영양 강화

(Nutrient-enhanced) 5명(2.0%), 가공 정도(Processing degree)

5명(2.0%), 편의성(Convenience) 2명(0.8%), 포장재(Packaging

materials) 2명(0.8%), 브랜드(Brand) 1명(0.4%)으로 응답되

었으며 디자인(Design), 광고(Advertising), 독창성/새로움

(Uniqueness)은 각각 0명(0.0%)으로 응답되었다.

<Table 6> Purchase frequency of plant-based food products

　
Vegetarians (n=245) Omnivores (n=246)

χ2 value
N % N %

Traditional soybean-based 

processed foods

Rarely buying 7 2.9 7 2.8

11.585

1-2 times a year 7 2.9 8 3.3

1-2 times in 6 months 15 6.1 26 10.6

1-2 times a month 55 22.4 74 30.1

1-2 times a week 124 50.6 107 43.5

3-5 times a week 27 11.0 21 8.5

more than once a day 10 4.1 3 1.2

Plant-based dairy 

substitutes

Rarely buying 25 10.2 25 10.2

4.201

1-2 times a year 10 4.1 17 6.9

1-2 times in 6 months 23 9.4 29 11.8

1-2 times a month 87 35.5 75 30.5

1-2 times a week 68 27.8 62 25.2

3-5 times a week 24 9.8 28 11.4

more than once a day 8 3.3 10 4.1

Plant-based meats

Rarely buying 99 40.4 160 65.0

48.490***

1-2 times a year 25 10.2 17 6.9

1-2 times in 6 months 47 19.2 12 4.9

1-2 times a month 51 20.8 26 10.6

1-2 times a week 12 4.9 21 8.5

3-5 times a week 9 3.7 6 2.4

more than once a day 2 0.8 4 1.6

Vegan bakery products

Rarely buying 36 14.7 115 46.7

88.553***

1-2 times a year 17 6.9 35 14.2

1-2 times in 6 months 44 18.0 21 8.5

1-2 times a month 95 38.8 34 13.8

1-2 times a week 37 15.1 29 11.8

3-5 times a week 13 5.3 12 4.9

more than once a day 3 1.2 0 0.0

Vegan snack, chocolate,

and jelly

Rarely buying 63 25.7 146 59.3

64.127***

1-2 times a year 28 11.4 22 8.9

1-2 times in 6 months 44 18.0 19 7.7

1-2 times a month 61 24.9 29 11.8

1-2 times a week 38 15.5 21 8.5

3-5 times a week 7 2.9 9 3.7

more than once a day 4 1.6 0 0.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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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주의자의 경우 맛(Taste) 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

답한 인원이 156명(6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원재

료(Ingredients) 속성이 25명(10.2%)로 많았고, 가격(Price)이

19명(7.7%), 첨가물 여부(Addictive) 13명(5.3%), 영양 강화

(Nutrient-enhanced) 9명(3.7%), 원산지(Country of origin)

6명(2.4%), 접근성(Accessibility) 5명(2.0%), 생산 방식(Way

of producing) 5명(2.0%), 가공 정도(Processing degree) 2명

(0.8%), 편의성(Convenience) 2명(0.9%), 브랜드(Brand) 2명

(0.8%), 독창성/새로움(Uniqueness) 2명(0.8%)으로 응답되었

으며, 디자인(Design)과 광고(Advertising)는 각각 0명(0.0%)

으로 응답되었다.

두 집단 모두 원재료, 맛, 가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맛과 가격이 일반적으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Peschel et al. 2019).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한국인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식품선택동기, 식이 정체성을 비교하고 제품화

된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인식, 구매행동, 선택속성을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모든 가설에서 채식

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채식주의자의 채식 시작 동기 및 유지 이유

로 ‘동물보호’, ‘환경보호’, ‘건강’이 다수 응답되어, 채식주

의자의 주요 동기가 건강, 환경, 동물에 대한 우려 세 가지

라는 다수의 서양권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채식주의자는 잡식주의자에 비해 식물성 식품이 맛이 좋

을 것(Good taste), 동물 생명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

(Animal-friendly), 개인적 가치에 부합(Personal value)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Good for health), 환

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Environment-friendly)이라는 인식에

서는 잡식주의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영양적으로 충분할 것

(Enough nutrition)에 대한 인식에서는 식이 유형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식주의자가 식물성 식품이 건강과 환경에 좋을 것이라

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건

강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는 Cheah et al. 2020의 연구 및

건강과 환경적인 이유는 식물성 식품의 원동력이 된다는

Peschel et al. (201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건강에

중점을 둔 식품 라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맛이 없게 인식될

수 있다(Turnwald et al. 2017). 사람들은 식품이 덜 건강하

다고 묘사될 때 더 맛있을 것이라고 인식한다(Raghunathan

et al. 2006). 따라서 식물성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여 소

비자로 하여금 더 맛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식

물성 식품 소비 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ianchi et al.

2018).

실제로 다수의 잡식주의자가 ‘맛’을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의 가장 중요한 선택속성으로 응답하여 제품화된 식물성 식

품의 소비 증가를 위해 맛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

<Table 7> Choice attributes toward plant-based food products

Choice attribute

7-point scale Nominal scale (single choice)

Vegetarians

(n=245)

Omnivores

(n=246) t-value

Vegetarians

(n=245)

Omnivores 

(n=246) χ2 value

Mean (SD) Mean (SD) N (%) N (%)

Taste 5.84 (1.13) 6.12 (0.97) -2.862** 66 (26.9) 156 (63.4)

93.952***

Ingredients 6.36 (0.88) 5.58 (1.22) 8.060*** 83 (33.9) 25 (10.2)

Addictive 5.89 (1.36) 5.33 (1.24) 4.705*** 38 (15.5) 13 (5.3)

Country of origin 5.56 (1.45) 5.33 (1.27) 1.868 5 (2.0) 6 (2.4)

Nutrient-enhanced 4.88 (1.62) 5.42 (1.10) -4.325*** 5 (2.0) 9 (3.7)

Processing degree 5.29 (1.45) 4.93 (1.19) 2.991** 5 (2.0) 2 (0.8)

Price 5.53 (1.27) 5.96 (1.04) -4.172*** 14 (5.7) 19 (7.7)

Convenience 5.36 (1.31) 5.69 (1.05) -3.101** 2 (0.8) 2 (0.8)

Accessibility 5.53 (1.26) 5.66 (1.07) -1.172 8 (3.3) 5 (2.0)

Brand 3.98 (1.67) 4.75 (1.28) -5.776*** 1 (0.4) 2 (0.8)

Packaging materials 5.31 (1.49) 4.47 (1.26) 6.705*** 2 (0.8) 0 (0.0)

Way of producing 5.82 (1.26) 5.00 (1.21) 7.400*** 16 (6.5) 5 (2.0)

Design 3.56 (1.68) 4.19 (1.27) -4.737*** 0 (0.0) 0 (0.0)

Advertising 3.29 (1.74) 4.19 (1.44) -6.201*** 0 (0.0) 0 (0.0)

Uniqueness 4.00 (1.78) 4.54 (1.30) -3.807*** 0 (0.0) 2 (0.8)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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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맛은 식물성 식품 소비의 잠재적인 장벽이며

(Reipurth et al. 2019), 식물성 식품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서는 건강이나 환경적인 동인도 중요하지만 맛이 기본이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맛에 대한 기호도 조사

가 필요하다. 또한 식물성 식품이 동물성 식품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할지, ‘새로운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을

지 고려가 필요하다.

식물성 식품의 명칭 고려도 필요하다. 전통적인 소 우유에

대한 식물 기반 대안을 지칭하기 위해 "우유(Milk)"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예시.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음료

(drinks, beverages), 유제품 대체품(dairy alternatives) 등으로

불린다(McClements et al. 2019).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도

식물성 대체 우유와 식물성 대체 육류에 ‘우유(milk)’ 및 ‘고

기(mea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동물성 식품을 대체한다는 표현 자체가 동물성

식품을 주류 식문화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해당 명칭

에서 기대되는 맛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제품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잡식주의자가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이 건강에 도움

이 될 것(Good for health)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것도 잡식주의자의 식물성 식품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영양적으로 충분할 것

(Enough nutrition)에 대해서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식물

성 식품의 영양 측면에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식

물성 식품이 비타민 B12, 칼슘, 철분 등의 공급원으로써 불

충분하다는 주장과 이에 반하는 주장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식물성 식품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강화한

제품도 잡식주의자의 식물성 식품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

으로 사료된다.

‘전통적인 콩 가공품(Traditional soybean product)’ 및 ‘식

물성 대체 우유(Plant-based milk)’와 같이 대중화된 식물성

식품의 구매 빈도는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물성 대체 육류’, ‘비건 베이커

리류’, ‘비건 과자류’에서는 채식주의자의 구매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잡식주의자의 절반 정도는 해당 제품군을 거의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식물성 대체 육류의

경우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채식주의자도 99명

(40.4%)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많았다. 본 연구에서 구매

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가공 과정에 대한 환

경 및 건강 우려, 육류와 유사한 맛과 식감에 대한 거부감

등을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

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품화된 식물성 식품 선택속성에 있어서 원재료, 첨가물

여부, 가공 정도, 포장재, 생산 방식은 채식주의자가 더 중요

하게 여겼다. 반면 맛, 영양 강화, 가격, 편의성, 브랜드, 디

자인, 광고, 독창성/새로움은 잡식주의자가 더 중요시했다. 원

산지 및 접근성 속성은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차이

가 없었다. 식물성 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잡식주의자가 중요시하는 속성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채식주의자가 중요시하는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를 진행한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채식주의자 통계

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채식연합이 추정한 한국의 채식주

의자 수는 약 100만에서 150만명(국내 인구의 약 2-3%), 비

건은 약 50만 명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령과 성별 응답자 할당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채식주의자 통계조사를 진행한다면 한국

의 채식 관련 연구 기반자료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각각의 제품군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각각의 식물

성 식품 제품군에 대한 인식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 빈도 뿐만 아니라 구매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채식주의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식

생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위한 식물성 식품 개발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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