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6(7), 876～885(2017) https://doi.org/10.3746/jkfn.2017.4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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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me Meal Replacement (HMR) product purchases 
and the need for HMR product development for Hong Kong consumers in order to suggest market segmentation strat-
egies according to consumers’ dietary lifestyle. For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 panel of 521 Hong 
Kong consumers with HMR purchase experience registered at a specialized organizat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 23.0). HMR purchase characteristics of Hong Kong consumers according to dietary lifesty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items, including ‘number of purchases’, ‘purchase location’, ‘cost of single purchase’, 
and ‘reason for purchase’. According to dietary lifestyl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High interest’, 
‘normal interest’, and ‘low interest’. In the case of ‘high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low-sodium food’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heating food’, ‘low sugar food’, and ‘low calorie food’. In the case of ‘moderate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low-sodium food’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low sugar food’, ‘low calorie food’, 
and ‘nutritious meal’. In the case of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low sugar food’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low-sodium food’, ‘various new menu’, and ‘easy-to-carry dehydrated food’. For the ‘high interest’ group, 
the highest proportion of consumers were male in between the ages of 20 to 29, married, and worked in an office 
job. The ‘high interest’ consumers also showed a tendency to pay ‘15,000 to 20,000 KRW’ per single purchase. 
The ‘normal interest’ group consisted of an even proportion of male and female consumers, with the most common 
age range being from 30 to 39 years, and most were married. These consumers preferred to spend ‘less than 10,000 
KRW’ or ‘10,000 KRW to 15,000 KRW’ per single purchase, which is in the lower price range for HMR purchases. 
The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had more females gender-wise, were unmarried, and worked in an office 
job, For a single purchase, the ‘low interest’ group chose to pay less than 10,000 KRW, which is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 two clu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building marketing strategies 
for HMR product development. It can also provide basic data and directions for new HMR export products that reflect 
consumer needs in order to create a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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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들은 다양해지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식

생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정보시스템의 발달과 국

민소득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소비의 트렌드와 인구 사회적 요인 등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

고 있다. 더불어 사회의 다양해진 변화는 개인 생활의 독특한 

개성으로 이어져 사람마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에 따라 다양한 니즈(needs)를 나타낸다. 가정식사대

용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은 1991년 미국의 

보스턴 치킨사를 시작으로 발전하였으며, 외식에 싫증이 난 

직장인이나 독신자들에게 가정에서 만든 것과 같은 가정식

의 고품질 음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상품이다.

가정식사대용식의 미국 Restaurant & Institution의 정의

에 의하면 HMR은 완전하게 조리가 끝난 식품 또는 가열이 

필요한 식품으로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가정 이외에 판매되는 완전조리 혹은 반조리 

음식을 구매하여 먹거나 혹은 간단하게 조리하여 먹는 음식’

이라 정의하였으며(1), 또는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배달음식, 간편식, 포장음식, 테이크아웃 등

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2,3). 국내에서는 적절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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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보다는 HMR 영문 그대로를 사용하

여, ‘가정(Home)에서 하는 식사(Meal)를 대체(Replace-

ment)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HMR 정의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HMR의 정의는 국가마다, 학자

마다 견해가 분분한 채 연구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4) 조사에 의하면 HMR 생산액은 

해당 품목분류가 신설된 2008년부터 연평균 9.7%의 성장

률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 2008년의 9,274억 

원과 비교하여 88.3%로 증가하였으며, 한국 농식품 유통교

육원에 따르면 2011년 8,000억 원이었던 간편식 시장은 

2015년 1조 7,000억 원으로 커졌고 2016년 올해 시장 규모

를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HMR 제품의 

소비 증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5). 또한, 실제 1인당 HMR 소비량을 보면 영국의 52.9

달러, 스웨덴 52.8달러, 미국의 48.7달러, 일본 25.5달러이

며, 한국의 경우 15.8달러로 다른 나라보다 적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어 국내 HMR 시장은 앞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특히 홍콩의 전체 즉석식품 시장

의 매출 규모는 2016년 기준 9억 1,117만 홍콩달러를 기록

하며 2012년보다 18.5%, 전년 대비 3.5% 가량 상승하였다. 

실온보관 즉석식품의 매출액은 2016년에 약 6억 홍콩달러

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의 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냉동 즉석식품은 2억 3,270만 홍콩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위의 두 종류의 즉석식품이 전체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음으로 보고되었다(7).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식품업체들 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도로 인해 HMR 시장의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이므

로, 세분화된 HMR 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8).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한식 

HMR 제품의 수출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들

의 태도와 인식 조사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며(9), 정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시장세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시장세분화를 정확히 하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

고,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10,11). 앞으로 점점 다양화되고 진화되는 

HMR 시장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HMR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 현재 나라별 

소비자들의 식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국･찌개류 수출을 위한 

LA 현지 소비자 기호도 조사(5)와 일본 소비자 대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HMR 제품 시장세분화(12), 서울, 뉴욕, 홍콩

지역별 초밥에 대한 기호도 조사(13), 내국인과 외국인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즉석편의식품 시장세분화(14) 

외에 미비한 상태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식품 및 음식 소비와 관련된 영역

으로 식품구매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15). 따라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시장세분화는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여 유사한 욕구와 제품의 요구사항이 같은 소비 집단

으로 구분이 가능하여,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홍콩 식생활 동향에 의하면 홍콩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를 

만 15세부터로 정의하였으며 홍콩의 일반적인 가정은 맞벌

이가 보편적이고 직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 편이다. 남녀 

노동 비율은 53:47로 거의 비슷하고 이 중 75%는 아침을 

밖에서 해결하는 등 홍콩의 아침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 충분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연중 기후가 무덥고 집안의 

조리 가능한 공간이 매우 작아서 홍콩 사람들은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즉석식품, 테이크아웃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또한, 홍콩 인구의 1~2인 가구의 증가와 평균소득의 증

가, 싱글족과 노인층 증가는 HMR 시장의 증대로 이어지며, 

최근 수년간 ‘건강’과 ‘웰빙’에 대한 홍콩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식생활도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기농, 저당, 저

염 등 건강을 코드로 한 프리미엄, 웰빙 식품이 점차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6). 최근 홍콩의 즉석식품 제조

업체들은 더욱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무화학조미료, 무인공첨가물, 유기농 원료 즉석식품을 

출시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홍콩의 시중 슈퍼마켓에서는 포

장에 무방부제, 혹은 organic 등의 문구가 크게 표시된 상품

을 찾아볼 수 있다(7).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의 증가

에 따라 HMR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고급화 전략,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HMR 식품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홍콩 HMR 제품 시장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홍콩 HMR 세분시장별 제품개발 및 시장세

분화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의 다양한 HMR 상품개발 및 취급품목의 확대와 

홍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

정식사대용식 시장조사를 위하여 홍콩거주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홍콩 전문기관에 등

록된 패널 중 HMR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데이터스프

링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의 조사목적 및 HMR 

제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리서치회사 데이터스프링

에서 구현한 웹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후 수집하였으며, 유효표본 총 521부를 최종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번호: BE2016-07)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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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279 (53.6)
242 (46.4)

Age (yr)

20∼29
30∼39
40∼49
50∼59

210 (40.3)
191 (36.7)
 93 (17.9)
 27 (5.2)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30 (63.3)
191 (36.7)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more
Others

 93 (17.9)
377 (72.4)
 48 (9.2)
  3 (0.6)

Job

Office job
Specialized job
Elementary workers
Housewife
Student
Others

385 (73.9)
 59 (11.3)
 35 (6.7)
 12 (2.3)
 13 (2.5)
 17 (3.3)

Households

Single
Couple
Couple with children
Parents with couple and
  children
Others

100 (19.2)
 51 (9.8)
194 (37.2)
 85 (16.3)

 91 (17.5)

Lives
Big cit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402 (77.2)
119 (22.8)

Household 
income

<300
300∼400 less
400∼500 less
≥500

 67 (12.9)
 88 (16.9)
111 (21.3)
255 (48.9)

Total 521 (100.0)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2,17-21)에서 제

시된 측정도구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한국어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중국어 설문지 작성을 위해 리서치회사 데이터

스프링에서 번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완성하였

다. HMR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국내 거주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pilot test)를 

거쳐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

자의 일반사항 8개 문항(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직업,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가계 월소득)과 HMR 제품에 

관한 소비자 구입특성의 질문 문항(HMR의 유형별 구매 횟

수, HMR 구매장소, 구매이유, 구매비용 등), HMR 제품 개

발요구도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 관련 문항은 20개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본 조사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ver. 2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

ability Analysis)을 통하여 크론바 알파(Cronbach’s α)값

으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시장세분화를 위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K-평균 군집분

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HMR 구입 특성

은 χ2 검증을 통해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HMR의 제품 개발 

요구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

성이 279명(53.6%), 여성이 242명(46.4%)으로 성별비율

이 유사하였다. 연령대는 20~29세 210명(40.3%), 30~39

세 191명(36.7%), 40~49세가 93명(17.9%), 50~59세가 

27명(5.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330명

(63.3%), 미혼이 191명(36.7%)이었으며,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이 377명(72.4%)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

학교 졸업 이하 93명(17.9%), 대학원 이상 48명(9.2%) 순

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직이 385명(73.9%), 

전문직 59명(11.3%), 단순노무직 35명(6.7%), 기타, 학생, 

주부의 순이었다. 가족 구성원은 부부+자녀 형태가 194명

(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1인) 100명(19.2 

%), 기타, 부모+부부+자녀, 부부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

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거주자가 402명(77.2%), 중소도시 

거주자가 119명(22.8%)이었으며, 가계 월평균 소득은 500

만 원 이상 255명(48.9%), 400~500만 원 미만 111명(21.3 

%), 300~400만 원 미만 88명(16.9%), 300만 원 미만이 

67명(12.9%)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

출 모델을 선택하였으며, 직각 회전의 Varimax 회전 방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과정에서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는 0.5 이상이며, 고유값이 1.0보다 큰 요

인에 한하여 요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MO 값이 0.946

으로 나타나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artlett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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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luster analysis for food-related lifestyles of Hong Kong consumers 

Facto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High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211)

Moderate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7)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3)

Taste-seeking factor
Atmosphere-seeking factor
Health-seeking factor
Safety-seeking factor
Convenience seeking factor

5.77±0.62a1)2)

5.83±0.58a

5.92±0.59a

5.90±0.61a

5.80±0.60a

4.77±0.62b 

4.23±0.84b

4.94±0.75b

5.30±0.69b

4.47±0.77b

3.85±0.68c

3.63±0.73c

3.92±0.83c

4.14±0.74c

3.90±0.83c

406.759***

473.449***

345.275***

308.756***

334.246***

1)Values are mean±SD. A 7-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형성 검정(Bartlett’s sphericity test)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위한 20가지 

항목 중 요인 적재치가 0.5 이하인 ‘자연식품･유기농 식품을 

자주 이용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 

2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18개 항목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추

출되었고, 이들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75.808 

%였다. 첫 번째 요인은 ‘미세한 맛의 차이를 느끼는 편이다’, 

‘음식 선택에서 맛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양한 맛을 

원해 매번 식단을 바꾸는 편이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

는다’, ‘식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로, 이를 ‘미각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음식의 맛보다 분

위기를 좋아한다’, ‘음식과 상차림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

이다’, ‘음식 선택 시 주변 분위기도 중요하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좋아한다’로 이를 ‘분위기 추구형’으로 명명하였

다. 세 번째 요인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먹는다’, ‘비만

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하

는 편이다’로, 이를 ‘건강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식품 구매 시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식품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사용한다’, ‘식품 구매 시 식품의 내용물을 

확인한다’로, 이를 ‘안전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점심으로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인스

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아침식사는 죽, 빵, 우유 

등 간단히 먹을 때가 많다’로, 이를 ‘편의 추구형’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별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값을 측정

한 결과 요인 1은 0.879, 요인 2는 0.896, 요인 3은 0.867, 

요인 4는 0.824, 요인 5는 0.781로 나타나 요인의 집합된 

측정 항목들 사이에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Yi 등(14)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을 ‘맛 추구형’, ‘건강 추구형’, ‘편의 추구형’, ‘경제 추구

형’으로 구분하였고, Ha(21)는 중국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식품 탐구형’, ‘건강 추구형’, 미각 추구형’, ‘편의 

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한 홍콩 소비자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기준으로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의 수를 3개의 군집으로 분류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집단별 요인점수 평균값인 군집의 중심점(cluster cent-

roid)을 통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분석에 따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별 차이를 조사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차

이를 보이는 요인들을 기본으로 대표성 있는 군집의 이름을 

정하였다.

군집1(211명)은 미각 추구형(5.77점/7점 만점), 분위기 

추구형(5.83점), 건강 추구형(5.92점), 안전 추구형(5.90

점), 편의 추구형(5.80점)의 모든 요인에서 다른 집단과 비

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식생활 고관심 집단’이

라 명명하였다. 군집2(157명)는 미각 추구형(4.77점), 분위

기 추구형(4.23점), 건강 추구형(4.94점), 안전 추구형(5.30

점), 편의 추구형(4.47점)의 모든 요인에서 중간 점수를 나

타내어 ‘식생활 중관심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3(153

명)은 세 군집 중 미각 추구형(3.85점), 분위기 추구형(3.63

점), 건강 추구형(3.92점), 안전 추구형(4.14점), 편의 추구

형(3.90)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식생활 

저관심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Kim(22)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꽃게 소비촉진

을 위한 연구에서는 3가지 군집을 웰빙･외식 추구형, 식생활 

고관심형, 식생활 저관심형으로 조사하였으며, Park 등(12)

의 일본 소비자대상 가정식사대용식 개발을 위한 소비자 요

구도 연구에서는 식생활 고관심형, 식생활 중립형, 식생활 

무관심형으로 구분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시장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세분시장별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성별(P<0.001), 연령대별(P<0.001), 결혼 

여부(P<0.001), 교육 수준(P<0.001), 직업별(P<0.05), 가

족 구성원(P<0.001), 가계 월소득(P<0.001)의 항목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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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uster differenc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ong Kong consumers                        Frequency (%)

Variable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Total χ2High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211)

Moderate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7)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3)

Gender Male
Female

143 (67.8)
 68 (32.2)

 72 (45.9)
 85 (54.1)

 64 (41.8)
 89 (58.2)

279 (53.6)
242 (46.4)  29.341***

Age

20∼29
30∼39
40∼49
50∼59

107 (50.7)
 69 (32.7)
 31 (14.7)
  4 (1.9)

 46 (29.3)
 63 (40.1)
 37 (23.6)
 11 (7.0)

 57 (37.3)
 59 (38.6)
 25 (16.3)
 12 (7.8)

210 (40.3)
191 (36.7)
 93 (17.9)
 27 (5.2)

 24.052***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87 (88.6)
 24 (11.4)

 83 (52.9)
 74 (47.1)

 60 (39.2)
 93 (60.8)

330 (63.3)
191 (36.7) 103.861***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more

 15 (7.1)
189 (89.6)
  7 (3.3)

 36 (22.9)
103 (65.6)
 18 (11.5)

 42 (27.5)
 85 (55.6)
 26 (17.0)

 93 (17.9)
377 (72.4)
 51 (9.8)

 56.999***

Job

Office job
Specialized job
Elementary workers
Housewife
Student
Others

172 (81.5)
 20 (9.5)
 14 (6.6)
  2 (0.9)
  1 (0.5)
  2 (0.9)

105 (66.9)
 22 (14.0)
 13 (8.3)
  5 (3.2)
  6 (3.8)
  6 (3.8)

108 (70.6)
 17 (11.1)
  8 (5.2)
  5 (3.3)
  6 (3.9)
  9 (5.9)

385 (73.9)
 59 (11.3)
 35 (6.7)
 12 (2.3)
 13 (2.5)
 17 (3.3)

 21.125*

Households

Single
Couple
Couple with children
Parents with couple 
  and children
Others

 16 (7.6)
 11 (5.2)
111 (52.6)
 65 (30.8)

  8 (3.8)

 33 (21.0)
 16 (10.2)
 55 (35.0)
 11 (7.0)

 42 (26.8)

 51 (33.3)
 24 (15.7)
 28 (18.3)
  9 (5.9)

 41 (26.8)

100 (19.2)
 51 (9.8)
194 (37.2)
 85 (16.3)

 91 (17.5)

152.998***

Lives
Big cit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60 (75.8)
 51 (24.2)

125 (79.6)
 32 (20.4)

117 (76.5)
 36 (23.5)

402 (77.2)
119 (22.8)   0.791

Household 
income

<300
300∼400 less
400∼500 less
≥500

 21 (10.0)
 48 (22.7)
 55 (26.1)
 87 (41.2)

 20 (12.7)
 17 (10.8)
 37 (23.6)
 83 (52.9)

 26 (17.0)
 23 (15.0)
 19 (12.4)
 85 (55.6)

 67 (12.9)
 88 (16.9)
111 (21.3)
255 (48.9)

 24.155***

*P<0.05, ***P<0.001.

은 남성 143명(67.8%), 연령대는 20대 107명(50.7%)의 비

율이 높았고, 기혼이 187명(88.6%),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 189명(89.6%)으로 나타나 다른 군집보다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직 172명(81.5%)이 대부

분이었고,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비율이 

111명(52.6%)으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은 160명(75.8 

%)이 대도시에 거주하며, 가계 월소득은 500만 원 이상 87

명(41.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400~500만 원 

미만 55명(2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남성 72명(45.9%), 여성 85명

(54.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30대 63명

(40.1%)의 비율이 높았고 기혼 83명(52.9%), 미혼이 74명

(47.1%)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103명(65.6%),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직 105명(66.9 

%)과 전문직 22명(14.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족 구

성원은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비율이 55명(35.0%)이며, 

기타 42명(26.8%)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

이 125명(79.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계 월소득은 500

만 원 이상이 83명(52.9%)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

로 400~500만 원 미만 37명(23.6%) 순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 저관심 집단’은 여성이 89명(58.2%)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는 30대가 59명(38.6%), 결혼 여부는 미

혼이 93명(60.8%)으로 다른 군집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85명(55.6%)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직 108명(70.6%), 

가족 구성원의 형태는 미혼이 51명(33.3%), 기타 41명

(26.8%)의 순으로 다른 가족구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거

주 지역은 대도시에 117명(76.5%)이 거주하며, 가계 월소

득은 500만 원 이상이 85명(55.6%)으로 나타났다. Kim 

(23)의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군집에 따라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수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홍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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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uster differences by current state of Home Meal Replacement purchase of Hong Kong consumers     Frequency (%)

Variable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Total χ2High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211)

Moderate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7)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3)

Ready to 
eat

1∼3 times a month
1∼4 times a week
More than 5 times a week

 71 (33.6)
119 (56.4)
 21 (10.0)

 53 (33.8)
 60 (38.2)
 44 (28.0)

 68 (44.4)
 63 (41.2)
 22 (14.4)

192 (36.9)
242 (46.4)
 87 (16.7)

 29.397***

Ready to 
heat

1∼3 times a month
1∼4 times a week
More than 5 times a week

 61 (28.9)
132 (62.6)
 18 (8.5)

 58 (36.9)
 71 (45.2)
 28 (17.8)

 84 (54.9)
 63 (41.2)
  6 (3.9)

203 (39.0)
266 (51.1)
 52 (10.0)

 40.828***

Ready to 
end-cook

1∼3 times a month
1∼4 times a week
More than 5 times a week

 36 (17.1)
149 (70.6)
 26 (12.3)

 48 (30.6)
 81 (51.6)
 28 (17.8)

 86 (56.2)
 56 (36.6)
 11 (7.2)

170 (32.6)
286 (54.9)
 65 (12.5)

 68.130***

Ready to 
prepare

1∼3 times a month
1∼4 times a week
More than 5 times a week

 48 (22.7)
138 (65.4)
 25 (11.8)

 55 (35.0)
 75 (47.8)
 27 (17.2)

 89 (58.2)
 53 (34.6)
 11 (7.2)

192 (36.9)
266 (51.1)
 63 (12.1)

 53.746***

Main place 
for HMR 
purchase

Department store
Discount retail chain store
Online sopping mall
Street food
Take-out restaurant
Convenience store and 

Others

 68 (32.2)
100 (47.4)
  7 (3.3)
 11 (5.2)
 23 (10.9)
  2 (0.9)

 22 (14.0)
116 (73.9)
  3 (1.9)
  0 (0.0)
 12 (7.6)
  4 (2.5)

 19 (12.4)
105 (68.6)
  7 (4.6)
  0 (0.0)
 15 (9.8)
  7 (4.6)

109 (20.9)
321 (61.6)
 17 (3.3)
 11 (2.1)
 50 (9.6)
 13 (2.5)

 57.280***

Price of a 
singular HMR 

product 
purchase

<10,000
10,000∼15,000 less
15,000∼20,000 less
20,000∼25,000 less
≥25,000

 13 (6.2)
 27 (12.8)
 74 (35.1)
 30 (14.2)
 67 (31.8)  

 42 (26.8)
 54 (34.4)
 30 (19.1)
 16 (10.2)
 15 (9.6)

 78 (51.0)
 36 (23.5)
 22 (14.4)
  9 (5.9)
  8 (5.2)

133 (25.5)
117 (22.5)
126 (24.2)
 55 (10.6)
 90 (17.3)

156.569***

Reason for 
purchase

Saving time
Nutrition and taste
Money saving 
Easy cooking

 98 (46.4)
 25 (11.8)
 55 (26.1)
 33 (15.6)

 91 (58.0)
  9 (5.7)
 17 (10.8)
 40 (25.5)

 98 (64.1)
  9 (5.9)
  8 (5.2)
 38 (24.8)

287 (55.1)
 43 (8.3)
 80 (15.4)
111 (21.3)

 44.319***

Total 211 (100) 157 (100) 153 (100) 521 (100)

장 진출을 위한 세분시장별 HMR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을 위해서는 홍콩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파악이 중

요하리라 생각된다.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HMR 구입특성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시장별

로 HMR 구입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HMR 유형별 구매횟수(P<0.001), 구

매장소(P<0.001), 1회 구매 시 비용(P<0.001), 구매이유

(P<0.001)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HMR 유형별 구매횟수 결과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바로 

먹는 음식(ready to eat)의 경우 주 1~4회가 119명(56.4%)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월 1~3회 71명(33.6 

%), 주 5회 이상 21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열 후 먹

는 음식(ready to heat)의 경우 주 1~4회가 132명(62.6%),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ready to end-cook)의 경우 주 1~4

회 149명(70.6%), 조리하기 쉽게 다듬어 놓은 식품(ready 

to prepare)의 경우도 주 1~4회 138명(65.4%) 순으로 높

은 빈도를 보였다.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바로 먹는 음식의 경우 주 5회 

이상이 44명(28.0%), 가열 후 먹는 음식의 경우 주 5회 이상 

28명(17.8%),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의 경우 주 5회 이상 

28명(17.8%), 조리하기 쉽게 다듬어 놓은 식품의 경우도 주 

5회 이상 27명(17.2%) 순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구매횟

수를 보였다. Ahn(24)의 연구에서도 맛 추구형 식생활유형

에 속하는 집단이 경제, 안전, 건강추구 식생활유형보다 HMR 

구입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맛 추구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식생활 중관심 집단’이 HMR 구입

횟수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식생활 저관심 집단’은 바로 먹는 음식의 경우 월 1~3회 

68명(44.4%), 가열 후 먹는 음식의 경우 월 1~3회 84명

(54.9%), 간단 조리 후 먹는 음식의 경우 월 1~3회 86명

(56.2%), 조리하기 쉽게 다듬어 놓은 식품의 경우도 월 1~3

회 89명(58.2%)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즉 식생활 중

관심 집단이 HMR 유형별 구매횟수가 주 5회 이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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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eeds for the Home Meal Replacement product development by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s

Facto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F-value High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211)

Moderate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7)

Low interest in dietary
life group (n=153)

Low calorie food
Low-sodium food
Low sugar food
Premium food
Functional food
Therapeutic food
Small packaged food
Eco-friendly food
Nutritious meal
Easy-to-carry dehydrated food
Various new menu
Caloric customized premium food
Heating HMR
Silver food development

5.97±0.72a1)2)

6.24±0.79a

5.97±0.73a

5.91±0.95a

5.86±0.82a

5.85±0.85a

5.79±0.84a

5.80±0.84a

5.86±0.80a

5.86±0.76a

5.92±0.78a

5.91±0.77a

6.00±0.78a

5.92±0.80a

5.36±1.11b

5.59±1.05b

5.48±1.11b

4.57±1.14b

4.90±1.06b

4.66±1.18b

4.90±1.08b

4.95±1.19b

5.25±1.07b

5.24±1.03b

5.16±1.05b

4.77±1.16b

5.05±1.17b

5.03±1.11b

4.44±1.18c

4.72±1.22c

4.76±1.11c

4.13±1.12c

4.31±1.06c

4.18±1.14c

4.45±1.06c

4.34±1.20c

4.58±1.12c

4.59±1.04c

4.64±1.02c

4.36±1.07c

4.56±1.02c

4.38±1.09c

105.229***

100.068***

 68.516***

141.610***

118.559***

125.330***

 88.452***

 86.192***

 74.357***

 81.436***

 85.699***

122.462***

100.552***

111.223***

1)Values are mean±SD. A 7-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높았고,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주 1~4회, 식생활 저관심 집

단이 월 1~3회의 낮은 구매횟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Myung 등(25)의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HMR 연구에서 HMR 구입빈도는 주 2~3회가 

편의추구형이 58.4%, 건강추구형은 25.7%로 조사되어 라

이프스타일에 따라 구입유형과 구입빈도에 차이(P<0.001)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HMR 구매장소로 대형마트 구매

가 100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식품매장 68명

(32.2%)의 순으로 나타나 ‘식생활 중관심 집단’과 ‘식생활 

저관심 집단’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것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

고 있다. Park 등(12)의 일본 소비자대상 연구에서도 식생

활 고관심 집단이 대형마트(62.5%)와 백화점 식품매장

(20.0%)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HMR 제품 1회 구매비용으로는 15,000~ 

20,000원 미만이 74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25,000원 

이상이 67명(31.8%), 20,000~25,000원 30명(14.2%) 순

으로 나타나,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가격대의 HMR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구매이유로는 시간 

절약 98명(46.4%), 비용절감 55명(26.1%), 조리가 간편해

서 33명(15.6%), 맛과 영양이 좋아서 25명(11.8%) 순이었

다.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HMR 구매장소로 대형마트 116

명(73.9%), 백화점 식품매장 22명(14.0%) 순으로 대형마트

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HMR 제품 1회 구매비용으

로는 10,000~15,000원 미만이 54명(34.4%), 10,000원 미

만이 42명(26.8%)으로 나타났다. 구매이유로는 시간 절약

이 91명(58.0%), 조리가 간편해서 40명(25.5%), 비용절감

이 17명(10.8%), 맛과 영양이 좋아서 9명(5.7%) 순으로 조

사되어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1).

‘식생활 저관심 집단’은 HMR 구매장소로 대형마트 105

명(68.6%), 백화점 식품매장 19명(12.4%) 순으로 대형마트

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식생활 중관심 집단’과 비슷한 비율

을 나타냈다. HMR 제품 1회 구매비용으로는 10,000원 미

만 78명(51.0%), 10,000~15,000원 미만이 36명(23.5%)

으로 조사되어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 비하여 낮은 가격대

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이유로는 시간

절약 98명(64.1%), 조리가 간편해서 38명(24.8%), 맛과 영

양이 좋아서 9명(5.9%), 비용절감 8명(5.2%) 순으로 조사

되어 HMR 제품 구매이유로 세 집단 모두 시간절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홍콩 HMR 소비자들의 세분

시장별 구입특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세분시장별 제품의 

콘셉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세분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HMR 제품 개발 요구도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세분시장별 HMR 제

품 개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4개 개발 

제품에 대한 군집별 요구도 점수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군집에 따라 점수의 차

이는 있지만 ‘저염 식품’과 ‘저당 식품’에 대한 개발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서는 ‘저염 식품’(6.24)> ‘발열식 

편의식’(6.00)> ‘저당 식품’(5.97), ‘저칼로리’(5.97)> ‘노인

성 식품 개발’(5.92)> ‘다양한 신메뉴’(5.92)> ‘열량별 맞춤 

프리미엄’(5.91), ‘프리미엄 식품’(5.91)> ‘기능성 식품’(5.86), 

‘영양적 완전식품’(5.86), ‘휴대가 편리한 건조식품’(5.86)> 

‘치료 식품’(5.85) 순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능

적･영양적으로 맞춤형 HMR 신제품 개발에 대한 높은 요구

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84 백은진 ․이현준 ․홍완수

‘식생활 중관심 집단’에서는 ‘저염 식품’(5.59)> ‘저당 식

품’(5.48)> ‘저칼로리 식품’(5.36)> ‘영양적 완전식품’(5.25)> 

‘휴대가 간편한 건조식품’(5.24)> ‘다양한 신메뉴’(5.16)> 

‘발열식 편의식’(5.05)> ‘노인식 식품개발’(5.03)> ‘친환경 

식재료 식품’(4.95)> ‘기능성 식품’(4.90), ‘소포장 식품’(4.90) 

순으로 조사되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휴대가 간편한 건조식품, 발열형 편의식 등 편리하고 

다양한 HMR 제품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었다.

‘식생활 저관심 집단’에서는 ‘저당 식품’(4.76)> ‘저염 식

품’(4.72)> ‘다양한 신메뉴’(4.64)> ‘휴대가 간편한 건조식

품’(4.59)> ‘영양적 완전식품’(4.58)> ‘발열식 편의식’(4.56) 

> ‘소포장 식품’(4.45)> ‘저칼로리 식품’(4.44)> ‘노인식 식

품 개발’(4.3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HMR 제품 개발 요구도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집단 간 HMR 제품 개발 요구도는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식생활 중관심 집

단’, ‘식생활 저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나, 식생활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HMR 제품 개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Park 등(12)의 일본 소비자 대상 라이프스타일 연구

에서도 HMR 제품 개발 요구도는 ‘식생활 고관심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식생활 중간관심 집단’, 

‘식생활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HMR 제품 개발 시 다양한 메뉴개발에 대한 노력

과 함께 세분시장별 군집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저염 

식품’과 ‘저당 식품’에 대한 높은 개발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정식사대용식

(HMR, Home Meal Replacement) 제품의 소비실태와 

HMR 제품 개발 요구도를 파악하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HMR 시장세분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콩 전

문기관에 등록된 패널 중 가정식사대용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

집된 자료를 SPSS(ver.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홍콩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

집별 HMR 구입 특성은 HMR 유형별 구매횟수, 구매장소, 

1회 구매 시 비용, 구매이유 등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식생활 

고관심 집단’, ‘식생활 중관심 집단’, ‘식생활 저관심 집단’으

로 군집을 나누었으며, HMR 제품 개발 요구도는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저염 식품> 발열식 편의식> 저당 식품> 저

칼로리 식품 순으로,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저염 식품> 저

당 식품> 저칼로리 식품> 영양적 완전식품 순으로, ‘식생활 

저관심 집단’은 저당 식품> 저염 식품> 다양한 신메뉴> 휴

대가 간편한 건조식품 순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군집별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

대로는 20~29세의 젊은 층이며, 직업은 사무 관리직과 기혼

의 비율이 높았다. HMR 구매 시 1회 비용은 15,000~20,000

원 미만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30~39세, 기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HMR 구매 시 1회 

비용으로는 10,000원 미만과 10,000~15,000원대의 중･저
가격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저관심 집단’

은 여성과 미혼 그리고 사무 관리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HMR 구매 시 1회 비용은 10,000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

아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저가의 HMR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시장 진출을 위한 세분시장별 HMR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식생활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시장세분화 

전략의 집중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집단으로 생각된다. 

HMR 제품 유형의 대안으로는 현재 홍콩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강･웰빙에 주목하여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프리미

엄급의 HMR 제품, 건강을 코드로 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근거한 식재료 선택의 

진정성과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식생활 중관심 

집단’은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며 HMR 제품의 미각 요인

에 관심을 가지는 집단으로 맛에 중점을 둔 다양한 HMR 

신제품의 출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식생활 저관심 집

단’은 간편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편하여 추가

적인 조리가 필요 없는 완성된 음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격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HMR 제품의 방향은 건강을 코드로 하여 집에서 만드는 것

과 같은 맛과 정성까지 고루 갖추며, 편의성을 고려한 HMR 

제품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 친환경 식재

료를 사용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조리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량, 소포장, 12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서비스, 바코드나 QR코드로 

영양성분이나 조리법까지도 알 수 있는 서비스 등 간편과 

웰빙을 추구하는 홍콩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HMR 제품의 

출시에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 결과는 HMR 제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용 HMR 

제품 개발에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신제품의 방향을 제시

하여 산업적 활용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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