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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of 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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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interest in health is increasing, and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s, including comprehensive 
consumption behaviors related to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nd a healthy dietary lifestyle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many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scale 
that could aid in determining  effects of social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on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s. Data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of 500 respondents, all of whom were 
married women 20 year of age or older. Th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demonstrated three main factors: 
physic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ment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and healthy dietary life 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Second, most respondents identified themselves with the middle class and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positively. Third,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Fourth,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ocial class, 
age, and health status comparisons within similar age groups.

 Keywords: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social class, perceived health status

Ⅰ. 서 론

 소비자의 건강을 추구하는 욕구와 행위는 일상 소비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있다. 건강과 관련한 상품과 

재화를 소비하거나, 건강과 관련한 미용이나 의료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술이나 치료요법 등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련 산업의 성장

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건강 관련 산업 중 건

강기능식품산업은 그 시장규모가 2010년도에 10,671억 

원으로 1조원 시장에 진입했고,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여성들이 화장품 및 피부 관리 제품 구입, 마사

지숍, 피부과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한 피부 관리를 위해 

투자한 평균 금액은 204만원에 달했고(“Last year, The 
average investment costs of Korean women aesthetics, 
₩2,040,000”, 2010), 2010년 직장인 남녀 모두 성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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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겠다는 비용은 평균 193만 천원으로 집계되어

(“12% of workers, "Cosmetic surgery on summer 
vacation”, 2010), 건강한 신체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등과 같은 미용관련 산업 역시 그 성장

이 컸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건강을 위한 스트

레스 관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Stress also needs to be control”, 2011). 이러한 소비

자의 건강과 관련한 소비행위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

기 위한 기본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젊고 건강한 

신체적인 건강을 추구하여 외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건강, 즉 내

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건강한 자아실현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

강 추구를 위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는 지속적인 소비

로써 구현될 것이다.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하

나의 소비생활양식 즉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으로써 자리

를 잡아갈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건강과 관련한 소비자의 행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건

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위와 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춰

서 개념과 그 행태를 고찰한 연구, 건강식품 이용과 관련

한 특정제품이나 서비스 항목에 맞춰 소비자들의 소비행

태를 살펴본 연구(Beak & Jeong, 2006; Kim, 2007; 
Yoo, 2006; You, 2006)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들은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를 

중요한 사회현상으로서 고찰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

비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만한 

표준화된 문항 및 척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건강 추구행위

에 한정짓거나, 소비자가 건강하고자 하는 보건 및 의료

학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태적인 분석에만 치중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의 일상 소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소비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개념을 도출하

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

들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의 소비생활양식으

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소비행태조

사에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건강관련 보건의료비가 경

제적 부담이 큰 지출항목 중 7위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

표하였다(Statics Korea, 2011).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건강관리와 건강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반

면, 저소득층은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당장

의 건강검진조차 받기 힘든 소득에 따른 건강추구생활양

식의 양극화 현상(“Health is the most important asset, 
"No more than usual, ₩2,500,000" vs What on earth 
the Health Care? I can't even afford a checkup”, 2012) 
역시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

명한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을 추구하는 행위와 생활양

식은 사회 경제적변인과 독립하여 존재 할 수 없으며 그 

행위가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본

다면(Kim, 2009),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건강

추구소비생활양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인이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Beak & Jeong, 2006; Shong 
& Lee, 2005; Yoo, 2006)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안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일부만을 다루며, 단순히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에 관한 체계적인 구분과 타인과의 건강상태지

각 비교 등 보다 구체적인 변인측정을 통해서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소비재 및 서비스 이용을 포

함한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계경제 및 가계의 소비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선행연

구에서 밝혀진 주요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건강추구소비

생활양식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고찰을 통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

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

육활동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전한 건강

추구소비생활을 이끌어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

록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제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는 건강관련 산업이 보다 소비자의 건강과 삶을 고

려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영을 하는데 도움

이 되는 경험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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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개념과 측정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관한 명확한 학문적 개념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한 보건 및 간호학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연구와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트렌드의 대두로 

생겨난 웰빙과 건강에 관련한 소비자학에서의 연구(Beak 
& Jeong, 2006; Kim, 2007; Yoo, 2006; You, 2006)들에

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건강

을 증진하고자 하는 행위와 관련한 건강증진생활양식이

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이란 개인의 

습관이나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안녕을 행해 나아가는 건강관리의 개념이다

(Brubaker, 1983). Pender(1982)는 건강증진 행위를 건

강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또는 지역사

회의 활동으로서 안녕 수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개별건강증진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이라 명명하였다. 건강증진생활양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Walker et al.(1995)의 영양습관, 건강책

임감,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건강증진 행위와 대인관계, 
건강책임감, 신체활동으로 구성된 정신사회적 안녕 측면

에서 측정한 건강증진생활양식(HPLP Ⅱ: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Ⅱ)을 기초로 계속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대상자 및 연구의 성격에 따라 측정

이 제마다 다르게 이루어졌지만(Kwon & Park, 2009; 
Lee et al, 2005; Park, 1995), 측정도구인 HPLP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였다. 즉,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서는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행위가 소비생활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소

비자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만 그 초

점이 맞춰져 있어 개념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 등과 

같은 행위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

한 노력 중에서도 소비재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해야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이 개념적

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웰빙이라는 개념이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건강과 관련된 소비자 행태와 의미들을 고찰한 연구들

(Beak & Jeong, 2006; Kim, 2007; Yoo, 2006; You, 
2006)은 주로 ‘건강지향적 소비행동 또는 소비양식’, ‘웰
빙추구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여 소비자의 건강추

구소비생활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웰빙

의 개념 정의에 따라 특정소비영역 안에서의 건강과 관련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행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

는데 그 특징이 있다. Beak과 Jeong(2006)은 건강지향적 

소비행동을 건강과 관련된 소비재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건강지향적 소비행동을 비

타민, 기타보충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용, 유기농 또는 

저농약 식품, 건강관련 생활용품 및 운동프로그램, 천연

원료 사용한 제품 등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

위로 고찰하고 있으나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설명문항은 

측정하지 않았다. You(2006)는 웰빙과 관련한 소비행동 

중에서 건강관리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운동, 음식조절 등의 식품관리, 피
로회복관리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Yoo(2006)는 소

비자들의 웰빙 추구행동을 규칙적인 운동, 유기농 농산물 

구입, 공기청정기 사용,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의 4가지 

항목으로 한정지어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건강

식품, 환경 친화적 제품사용, 친환경농산물 소비 등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

어(Beak & Jeong, 2006),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강추구소

비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소비행위뿐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

한 정서적 안녕감 추구와 건강관련 정보 교환 행위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소비행위에 관한 개

념을 포괄하는 측정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관련 변인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이 소비생활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계층은 건강추구소비생활

양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

는 문제는 개인의 지각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건강상태의 지각으로써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 사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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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은 학자들마다 위계적 서열 측면과 사회적 불

평등 측면에서 정의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회집단을 위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열

체계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건강과 사회계

층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계층을 측정하

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을 구

분지어 살펴보았다. 객관적 사회계층은 몇몇 계층화된 변

인의 가치를 지닌 응답자들을 근거로 하여 분류된 사회계

층이며, 주관적 사회계층은 응답자에게 사회계층 내에서 

그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분류한 

사회계층이라 할 수 있다(Chae & Rhee, 2005). Kim 
(2005)은 건강증진 행위나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사회경제

적 변인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물질적인 사

회구조적인 요인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

이가 있다 하였다. 즉,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소비사회에서 더 이

상 주변영역이 아니기 때문에(Moorman, 2002; You 
2006에서 재인용),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한다.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

와 불평등이 존재함을 설명한 Park과 Song(2003)연구는 

이 주장을 뒷받침 한다. Yoo(2006)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측정 척도인 직업, 월평균 소득, 신용카드 개수에 따른 웰

빙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Beak과 Jeong(2006) 역시 

객관적 척도인 월평균 가계소득이 건강지향 소비재 및 서

비스의 향후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지향 소비재 및 서비스

를 향후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You(2006)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사회적 지위를 

중류, 상류, 하류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인지할수

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건강관리 행동으로 

상류층과 중류층에서 운동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하류층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

히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추구하

기 위한 다양한 소비행동은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변인들

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사회계층은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2) 건강상태 지각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은 건강상태 지각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ender(1996)는 건강증진행위

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제시하였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

위를 행하는 빈도 및 강도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Singer(1982) 또한 건강증진생활양식과 관련된 변인 중 

지각된 건강상태가 객관적인 건강상태 측정보다 건강증

진생활양식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im, 
2009). 건강상태 지각과 건강증진생활양식의 관계는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

라, 건강증진생활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6; Kim et al, 2005; Paek & Choi, 
2003; Park, 1997). Kim(2007)은 건강지향적 소비성향이 

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Lee와 

Chung(1998)은 건강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관계가 있

으며 이러한 지각은 건강증진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 지각을 통해 태

도를 형성하고 태도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

강추구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건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인구학

적 변인에 따른 차이 및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Chun와 

Kim(199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성별, 월평균 가계소

득, 연령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Shong과 Lee(2000)은 연령과 경제상태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의 차이가 있다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Baek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학년, 경제 상태, 성별이 건강증진생활양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Yoo(2006)의 연구에서는 웰빙

행동이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Kim(2007)은 건강지향적 소비성향이 연령, 결혼

여부, 가족 수, 직업,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Beak과 Jeong(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여

부에 따라 건강지향소비재 및 서비스가 차이가 나타났으

며, 월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지향 소비재 및 서비스를 향

후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You(2006)는 건강관리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건

강 관련 소비지출의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이용비와의 연

관성을 살펴본바 있다. 따라서 연령, 월평균 소득, 직업, 
교육수준, 건강 관련 소비지출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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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특히 건강 관련 소비지출은 의료서비스 이

용비뿐만 아니라 식료품비(건강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식품

구입비), 건강 관련 문화생활비 등의 현대사회의 건강 관

련 소비생활을 반영하여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의 연관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기혼 여성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

식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사회계층 및 건강상태 

지각과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기혼 여성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에 따른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기혼 여성소비자의 사회계층, 건강상태 

지각,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건강추구소비생

활양식에 대한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기혼 여성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24
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업체 나우앤퓨처(now 
& future)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요인분석, Cronbach's   , Pearson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1)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은 소비자가 건강을 추구하기 위

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 등과 

같은 개인적 행위는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소비재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 기존 선행연구들(Walker et al., 1995; Beak과 

Jeong, 2006)과 관련 문헌자료 등을 고찰하여 문항을 추

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소비자학 전공 교수 및 박사 3
인에게 문항에 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

로 총 22문항을 추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추구

소비생활양식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사회계층

사회계층이란, 동일한 또는 비슷한 정도의 희소성 가

치를 향유하는 집단, 또는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집합(Weber, 1958)으로, 같은 계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비생활양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정밀한 사회계층 측정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홍
두승, 1983; Chae & Rhee, 2005; Kim, 2000)에서 제시

된 객관적 측정방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동시에 사용하

였다. 객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계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척도로 최종학력, 배우자 최종학력, 직업, 배우자 

직업, 월평균 수입 총 5가지 변인을 합산하여 점수화하였

다<Table 1 참조>. 중앙값인 14점을 기준으로 점수의 분

포를 3구간, 4구간으로 비율을 맞춰 하층(5점～8점), 중

하층(9점～12점), 중중층(13점～15점), 중상층(16점～

19점), 상층(20～22점)의 다섯 가지 계층으로 나누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본인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학력이나 교양차원인 문화수준, 재산을 포

함하는 자산 수준 등 총 5 문항에 대해 5단계(하층, 중하

층, 중중층, 중상층, 상층) 중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합산

하였다. 

3) 건강상태 지각

 건강상태 지각이란, 인간의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Speake et al, 
1989)으로 정의한다. 건강상태 지각 측정 척도는 Speake 
et al.(1989)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한 Shong과 

Lee(2000)의 연구에서 번역, 역번역 및 타당도 검증을 통

한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건강상태 및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 시 건강상태 2문항을 신체적 건

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로 나누어 총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매우 건강하지 못함’ 1점에서 ‘매우 건강함’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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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core reference

Education

 Middle school and less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or more

1point
2point
3point
4point
5point

Chae, J. M. & 
Rhee, E. Y.

(2005)

Occupation

 Professional / executive
 Technical
 Official
 Self-employed
 Sales Service
 Unemployed / other

highest - 4point

Hong. D. S. 
(1983)

middle - 3point

lowest - 2point
unemployed - 1point

Spouse Education

 Middle school and less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or more

1point
2point
3point
4point
5point

Chae, J. M. & 
Rhee, E. Y.

(2005)

Spouse Occupation

 Professional/executive
 Technical
 Official
 Self-employed
 Sales Service
 Unemployed / other

highest - 4point

Hong. D. S. 
(1983)middle - 3point

lowest - 2point
unemployed - 1point

Monthly household 
Income1

 >250
 250-400
 400-550
 550≤

1point
2point
3point
4poin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Table 1> Score for Social Class 

 1(a Unit = 10,000 won)

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기혼 여성소비자로 연령은 35세 이상 45
세 미만,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각각 30%로 많았으며, 
20세 이상 35세 미만과 55세 이상 65세 미만은 20%를 

차지했다. 거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 35%, 부산·대구·울
산·경상도 25%, 광주·전라도·제주도와 대전·충청도·강원

도는 각각 20%로 인구 대비 지역 분배가 고르게 나타났

다. 종교는 무교 및 기타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6.6%, 불교 20.4%, 천주교 9%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약 4,352,100원이며, 보건의료비, 건강관련 식료

품비 및 문화 생활비를 포함하는 월평균 건강관련 소비지

출은 약 832,700원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8.6%, 전문대학 졸업이 14.4%, 대학원 이상이 5.6% 순
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혼 여성소비자의 배우자 최

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6.6%로 조사대상자에 비해 높

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다. 직업은 전업주부 및 기타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공무원/사무직 24.2%, 자

영업/판매/서비스직 18.6%, 전문/관리직/기술직 14% 순

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의 경우 전문/관리직/기술직 

35.4%, 일반공무원/사무직 30.6%,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8.8로 직업이 있는 경우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무직/기
타는 5.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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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 여성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사회

계층, 건상상태 지각

1)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유형분류 및 일반적 경향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총 22개 문

항을 직교회전방식(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타당도가 떨어지는 7문항을 제외하였다. ‘나는 가까

운 사람과 모임이나 문화생활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자

주 갖는다.’ ‘유기농 또는 저 농약 식품을 이용한다.’ 등 

2문항은 요인 1과 3에 공통적으로 걸쳐져 있어 제거해야 

하나 선행연구(Baek et al, 2011; Lee, 2011; Paek & 
Choi, 2003; Shong & Lee, 2000)에서 살펴보았을 때, 건
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설명하는 중요 항목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았다. KMO 값이 .924,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 결과,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Song, 2010). 
총 15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이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60.34%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요인 1
은 총 5문항으로 전체분산의 24.1%를 설명하며, 전문가

로부터의 정보획득, 교육프로그램 참여, 신체활동 및 외

모관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육체적 건강추구소

비생활’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6문항으로 전체분

산의 21.15%를 설명하며,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대인관계 

및 성장, 삶의 목적 등의 영적 성장과 관련한 행동을 설

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이
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4문항으로 전체분산의 

15.09%를 설명하며, 규칙적이며 균형 있는 식사 및 식품 

이용과 관련한 행동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건강

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3가지 요

인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값이 .74
2～.874로 나타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3가지 요인 

모두 높은 신뢰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은 육체적 건강추구

소비생활,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추구

소비생활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소비행동 

중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한 

소비생활뿐만 아니라(Beak & Jeong, 2006), 건강의 개념 

안에 신체의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지면서 피부 관리, 몸

매 관리 등과 같은 육체적 건강을 위한 소비경향이 두드

러지고 있다는 최근 소비행위의 변화를 반영한다(Lee, 
2011).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의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 부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정신적 건강추구로 이어

져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모두에서 

현대사회의 건강 관련 소비행위가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정

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과 ‘건강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 
은 보통 수준이상이었으나, ‘육체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은 

보통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추구소비생활

양식 중 ‘육체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의 수준이 다른 요인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락, 
마사지, 스파, 피부 관리 등을 꾸준히 받는다.’는 가장 낮

은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육체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의 수행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Beak과 Jeong(2006)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소

비자가 건강 관련 소비재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 비싼 가격 등과 같은 금전적인 이유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혼 여성소비자의 사회계층 및 건강상태 지각

기혼 여성소비자의 객관적 사회계층은 중상층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층 29.2%, 중중층이 29.0%
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상층과 하층은 각각 4.6%, 
3.0%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상층

과 하층이 각각 1.5%, 8.7%에 불과하였고, 중중층이 

46.8%, 중하층이 30.3%, 중상층 12.9%의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3 참조>. 주관적 사회계층은 객관적 사회계층

에 비해 중중충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계층구조 속에 자신을 중간에 위치시

키는 경향이 있다는 Hong(198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기혼 여성소비자의 현재 건강상태와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 시 건강상태 모두 보통 수준이상으로 나타났

다. 기혼 여성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건강

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에 비해 정신

적 건강상태를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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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ctors Factor1 Factor2 Factor3 Mean
(SD)

1. Ask for information from health professionals about 
how to take good care of myself. .703 .205 .332 2.71(1.01)

2. Attend educational programs on personal health care. .758 .184 .296 2.50(1.05)
3. Purchase and use household healthcare items and 
fitness equipment. .732 .251 .154 2.77(1.05)

4. Participate in fitness program such as yoga, 
breathing lessons and working out in a the gym 
regularly.

.823 .087 .156 2.56(1.15)

5. Receive skin care treatment, meridian massage, spa, 
etc. .807 .115 .072 2.34(1.05)

6.  Have a time to enjoy social life and culture with 
people close to me. .477 .614 .003 3.13(1.03)

7. Maintain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204 .757 .133 3.44( .86)
8. Express your mind, love and warmth well. .122 .661 .280 3.32( .90)
9. Accept something that you cannot change. .090 .638 .136 3.36( .83)
10. Try to find interest and worth for your life 
everyday. .242 .659 .325 3.39( .89)

11. Make an effort to change and develop for the better 
life. .053 .724 .253 3.55( .84)

12. Eat regularly three times a day. .116 .242 .681 3.24(1.14)
13. Read labels to identify nutrients, fats and sodium 
content on packaged foods. .122 .198 .714 3.30( .99)

14. Eat a well-balanced meal. .358 .377 .620 3.10( .96)
15. Consume organic or low pesticide food. .416 .149 .608 3.10( .96)

Eigen Value 3.615 3.173 2.263
Variance(%) 24.097 21.154 15.088

Cumulative Variance(%) 24.097 45.251 60.339
Cronbach'α .874 .823 .742

Factor name

Physic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Ment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Healthy 
dietary 
life 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5-point Scale Mean(SD) 2.58( .87) 3.37( .65) 3.19( .76)

<Table 2> Factor Analysis According to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Table 3> General Tendencies of Social Class N(%)

Variable lowest class lower-middle 
classes middle class upper-middle 

classes
highest
class Total 

Objective social class 15(3.0) 146(29.2) 145(29.0) 171(34.2) 23( 4.6) 500(100)

Subjective social class 43(8.7) 151(30.3) 234(46.8) 64(12.9) 7(1.5)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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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Tendencies of Perceived Health Status 

Variable M(SD)

Current
health status 

1. Current physical health status 4.50(1.25)

2. Current mental health status 4.81(1.34)

Current health status (7-point Scale Mean) 4.66(1.16)

Health status  comparison 
with the same age group

3. Physical health status compared with other people of the same 
age group 4.49(1.26)

4. Mental health status compared with other people of the same age 
group 4.78(1.31)

Health status compared with other people of
the same age group (7-point Scale Mean) 4.64(1.17)

Total (7-point Scale Mean) 4.65(1.11)

2. 기혼 여성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

강추구소비생활양식 차이

기혼 여성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추

구소비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기혼 여성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은 거주지, 배우자 직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인구학적 변인 즉, 연령과 종교, 월평균 가계소

득, 월평균 건강관련 소비지출, 최종학력, 배우자 최종학

력,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45세 미만 집단에 비해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수행 수준이 높았으

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집단

에 비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수행 수준이 높았다. 월평

균 가계소득은 400만원 이상 집단이 400만원 미만 집단

에 비해 수행 수준이 높았고, 월평균 건강관련 소비지출

이 5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과 배우자최종학

력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대학교 졸업 미만 집

단에 비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수행 수준이 높았으

며,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추구

소비생활양식의 하위요인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동일하게 연령과 종교,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건강관련 소비지출, 최종학력, 배우자 

최종학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단, 기혼여성소비자의 취업

유무에 따른 건강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Chun와 Kim(1996), Shong과 Lee(2000), 
Yoo(2006), Kim(2007), Beak과 Jeong(2006)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3.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혼 여성소비자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육체적 건강추구소비생활에는 연령(β=.224), 주관적 

사회계층(β=.209), 객관적 사회계층(β=.1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소비자의 나

이가 많을수록,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

을수록 육체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은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시 건강상태 지각(β=.283), 주관적 사회계층(β
=.282), 객관적 사회계층(β=.100), 연령(β=.092), 종교(β
=.090)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5%로 나타났다. 즉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

과 비교 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객관

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소비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의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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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Physic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Ment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Healthy 
dietary 

life 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M S M S M S M S

Age

20-34
35-44
45-54
55-65

100
150
150
100

2.34
2.52
2.59
2.88

b
b
ab
a

3.26
3.34
3.38
3.50

b
ab
ab
a

2.90
3.18
3.20
3.46

c
b
ab
a

2.85
3.02
3.07
3.29

b
b
ab
a

F value 7.173*** 2.645* 9.801*** 8.360***

Residential
Area

Seoul·Incheon
·Kyunggi

Busan·Daegu
·Ulsan·Kyungsang

Gwangju·Jeolla
·Jeju 

Daejeon·Gangwon 
·Chungcheong

175

125

100

100

2.60

2.60

2.66

2.43

3.44

3.36

3.38

3.23

3.21

3.21

3.23

3.08

3.10

3.07

3.10

2.92

F value 1.287 2.204 .838 .135

Religion
Yes
No

298
202

2.65
2.46

3.45
3.24

3.27
3.07

3.14
2.93

t value 2.444* 3.712*** 2.961** 3.603***

Monthly 
household 
Income*

<250
250-400
400-550
550≤

91
148
152
109

2.35
2.34
2.74
2.87

b
b
a
a

3.14
3.22
3.49
3.58

b
b
a
a

3.00
2.99
3.30
3.47

b
b
a
a

2.83
2.86
3.19
3.31

b
b
a
a

F value 12.688** 13.144*** 12.383*** 18.442***

Monthly
cost for
health*

<20
20-50

50-100
100-200
200≤

107
110
107
111

65

2.19
2.66
2.53
2.80
2.77

b
a

ab
a
a

3.17
3.41
3.39
3.47
3.41

b
ab
ab
a

ab

3.01
3.19
3.12
3.44
3.15

b
ab
ab
a

ab

2.80
3.10
3.03
3.24
3.13

b
ab
a
a
a

F value 8.667*** 3.490** 4.762** 7.343***

Education
less than university 
university and more

279
221

2.43
2.77

3.23
3.54

3.04
3.37

2.91
3.24

t value 4.417*** 5.554*** 4.831*** 5.908***

The state of 
employment 

Employed
Housewives

284
216

2.66
2.47

3.44
3.27

3.24
3.12

3.12
2.97

t value 2.344* 2.809** 1.681 2.770**

Spouse
Education

less than university 
university and more

219
281

2.40
2.71

3.22
3.48

3.01
3.31

2.89
3.18

t value 4.070*** 4.600*** 4.618*** 5.274***

Spouse
Occupation

Professional/executiv
e/Technical/official

Others

330
170

2.59
2.54

3.40
3.30

3.21
3.14

3.08
3.00

t value .616 1.592 1.060 1.276

<Table 5> The Result of t-test and One-way Anova on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p<.05  **p<.01  ***p<.001,  Used Scheffe test
 *(a Unit = 10,0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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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Physic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Mental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Healthy dietary 
life 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Health-Seeking 
Consumption 

Lifestyle

b β b β b β b β

Socio-
Demographic 
Variables1)

Age .021 .224*** .006 .092* .018 .228*** .014 .213***

Religiona .061 .034 .120 .090* .065 .042 .086 .066

Residential
Areab -.010 -.006 .071 .052 .010 .006 .027 .021

Monthly cost
for health

2.841E-8 .033 -2.284E-8 -.036 -3.173E-8 -.042 -8.129E-9 -.013

Social class

Objective 
social class

.028 .105* .020 .100* .016 .068 .022 .111*

Subjective 
social class

.062 .209*** .063 .282*** .059 .227*** .062 .284***

Perceived 
Health 
Status

Current health 
status 

.004 .058 -.022 -.039 .133 .202** .041 .076

Health status  
comparison with 
same age group

.068 .091 .157 .283*** .028 .043 .093 .172*

Constant .062 1.433 .779 .802

F Value 16.684*** 24.602*** 21.141*** 31.359***

Revised R² .201 .275 .244 .327

(N=500)

*Analyzed except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onthly household Income, Occupation, Education,
  Spouse occupation and Spouse Education which are determinant variables of objective social class.
 a: religion (Yes/No), b: Residential Area(Capital Region/not Capital Region)
 *p<.05  **p<.01  ***p<.001

건강추구생활양식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정신적 건강

추구소비생활은 유일하게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

인으로, 종교를 가진 집단의 경우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

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은 연령(β=.228), 주관적 

사회계층(β=.227), 현재 건강상태 지각(β=.202)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4%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사회계

층이 높을수록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건강

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은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중 유

일하게 객관적 사회계층이 의미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소비생활양식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사회계층(β=.284), 연령(β=.213), 같은 연

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 시 건강상태 지각(β=.172), 객관

적 사회계층(β=.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

은 32.7%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연령대 다른 사

람과 비교 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객관적 사

회계층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월 평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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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련 소비지출은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직결되는 주

요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은 연령과 사회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Kim과 Shim(2009)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

요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모습

을 보이면서 건강증진 행위에 더 많이 시간과 투자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You(2006)의 상류층일수록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

으며, 하류층으로 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율이 높

았다는 연구결과는 사회계층과의 관련성도 고려할 수 있

는 결과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관련한 소비가 소비생

활에 있어 그 비중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건강추

구소비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탐색적 척도개발과 검

증을 통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관련 있는 제 변인을 

찾아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의 개념이 육체적 건강추

구소비생활, 정신적 건강추구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추

구소비생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음이 밝혀졌

다. 즉, 소비자가 다양한 소비생활영역 중에서도 소비자

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이 있는 식생활을 추구하고, 신체

적 건강은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외적인 건강을 

추구하며, 그리고 정신적인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자 하

는 내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행위가 건강추구소비생

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건강관련 소

비재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과 같은 단적인 측면보다

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추구소비생활양식은 객관적 

사회계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건강추구소비생활

양식으로써, 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

고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건강추구소

비생활양식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육체적 건강추구소

비생활은 금전적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생활양

식으로 다른 건강추구소비생활에 비해 그 수행수준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사회계층, 건강상태 지

각,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먼저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력

은 소비자의 건강추구 소비생활에 있어 사회계층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비자의 안

전이나 건강 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같은 영역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로 인한 소비자복지문제에 관한 논

의가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계에서는 사회계층

에 따른 소비자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있어서의 정책

적 의미와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부 및 사회단체는 사회계층별 건강과 관련한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입안과 실현을 일궈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소비자복지차원에서 접근한 시각이 필요하며, 사

회계층에 따른 소비자 건강증진제도나 소비자 안전문제 

예방 등과 같은 정책 등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수

준이 낮다는 결과는 건강 관련 소비재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이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

쳐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낮은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우선되어

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과 관련한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어디에 있겠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낮은 사회계층에 관한 관심은 잠재적 

고객에 관한 고민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연령 역시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을 크게 깨닫고 적극적인 건강추구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결과이나, 노인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건강식품이나 건강관련 의료기기 판매의 기만상술

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1)는 측면에서 고령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건강관련 소비자문제를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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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올바른 소비생활양식을 이끌 수 있는 소비자 교

육을 펼치고, 특히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기

만상술에 대한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할

수록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즉, 건강상태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건강추구소

비생활양식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차적

으로는 소비자 개인의 건강을 챙기고 이를 통해서 긍정적

인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을 이끌어가도록 소비자 건강교

육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건강관련 연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소비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확장을 통해 건강

추구소비생활양식을 측정하여 그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이 긍정적인 소비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문적, 실천적 영역

에서 학계, 정부 및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

을 수립에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과 관련한 척

도개발은 탐색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확인적 문항검

증을 통한 문항개발을 지속적으로 펼쳐 표준화된 측정도

구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추구

소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경우, 
객관적 계층과 달리 주관적인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이 영

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사회계층, 건강

상태 지각 등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

이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건강추구소비생활양식, 사회계층, 건강상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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