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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섭취에 한 태도양면성, 행동의도와 소비행동의 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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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homogeneity on the relation-
ships among attitudinal ambivalence, behavior inten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to measure the constructs of belief homogeneity, attitudinal ambivalence, 
behavior inten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were completed by 338 subjects in Jeonnam are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homogeneity.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nstruct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we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the data also indicated a 
better model fit in Model 2 than Model 1. In the Model 1, the main effects of behavior intention and 
attitudinal ambivalence on consump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odel 2, the main 
effects of behavior intention, belief homogeneity and attitudinal ambivalence on consump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belief homogeneity×attitudinal ambivalence on 
consump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effects of attitudinal ambivalence on 
consump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ll levels of belief homogeneity, except for when 
homogeneity was high. 

Key words : moderating effect, belief homogeneity, attitudinal ambivalence, behavior intention, con-
sumption behavior,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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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 으로 태도는 단일 차원 개념이나 양극단 

개념(bipolar)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사람들이 

사회 단체나 행동 등과 같은 상에 한 립

인 태도, 정 인 태도 는 부정 인 태도를 취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태도는 2차원 구

성개념으로 개념화 되어왔다. 이런 개념에서 개

인은 정  태도와 부정  태도를 동시에 취하

게 된다(Jonas et al. 2000; Conner & Spark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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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tage CJ 2003). 
태도양면성은 한 개인이 어떤 태도 상에 

해 정 인 평가와 부정 인 평가를 동등하게 

하는 경향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태도양면

성은 태도를 개인이 립  태도, 정  태도 

는 부정 인 태도를 취한다는 단일 차원으로 보

는 견해를 개인이 정 인 태도와 부정 인 태

도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2차원 모형으로 확

하는 개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태도 상에 

한 모든 정 인 반응과 부정 인 반응이 하

나의 단일 차원 태도 개념으로 통합된다고 가정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한 2차원  견해는 

태도 상에 한 정 인 반응과 부정 인 반

응이 항상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양면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면 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더 쉽고, 그
들이 갖는 태도는 덜 속 인 태도이며, 행동의

도나 행동을 측하기에 좋지 않은 태도라고 보

았다(Armitage & Conner 2000; Armitage CJ 2003).
형 으로 태도양면성은 설문 조사 상자들

에게 특정 태도 상과 련하여 정 인 생각

이나 느낌과 부정 인 생각이나 느낌을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에 의해 측정되었다. 가령, Armi-
tage & Conner(2000)는 태도의 정 인 극(posi-
tive pole)과 부정 인 극(negative pole)으로 구성

된 2항목을 제시하 다. 그리고 지방식 섭취에 

해 정 인(부정 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

고, 모든 부정 인( 정 인) 것들을 무시하도록 

하여 정 인 것들로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정 인(부정 인)지를 평가하도록 하 다. 그러

나 이러한 근방법은 태도 상에 한 일반

인 정  반응과 일반 인 부정  반응만을 선

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태도의 단일 차원 측정들

이 상에 해 동시에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태도의 2차원 측정들도 태도에 미

치는 다차원 향들을 숨기게 된다. 따라서 태도

를 2차원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 은 양극에 존재

하고 있는 문제로 불일치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념동질성의 개념은 태도가 다차원

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

다. 신념동질성은 태도 상에 한 신념들이 서

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 다. 가령, 건
강식 섭취에 해 정 인 생각과 부정 인 생

각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개념

이지만, 신념동질성은 건강식 섭취가 다소 따분

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심장병 험을 다소 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몸무게 증가 험을 크게 여주

는 것일 수도 있으나, 먹기가 두려운 것으로 보는 

것처럼 태도양면성에 비해 더 복잡한 견해를 보

여주는 개념이다(Armitage & Conner 2000). 즉, 
신념동질성은 태도양면성 개념에 의해 제시된 2
차원 인 태도 견해를 다차원 인 태도 견해로 

확 한 개념이다. 따라서 태도 형성에 미치는 다

차원 인 향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가 소

비행동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의 태도와 소

비행동 간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육류 소비와 련하여 지 까지 행해져 온 연

구들로는 육류 오감이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는 

도덕 념, 질감과 포만감의 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던 Kang & Bae(2007)의 연구가 있었

다. 그리고 주  규범이 소비 의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태도의 매개 역할, 주  규범이 

태도와 소비 의도를 통하여 육류 소비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 그리고 감정  신념과 양면 가

치가 육류 소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태도

의 매개 역할을 보여 주었던 Kang & Jeong(2007)
의 연구가 있었다. 

태도양면성과 소비행동 간 계를 분석하 던 

연구로 Armitage CJ(2003)는 음주에 한 태도양

면성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향과 이러한 향

을 신념동질성이 조 하는 조  효과를 분석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류 섭취에 한 태도양면

성이 육류 소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신념

동질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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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 소비행동 등의 구성개념을 이용하여 

조 회귀모형을 개발하고, 신념동질성의 조 효

과를 분석하는데 두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육류를 왜 섭취하는가에 한 이유에 해선 

쾌락과 건강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Povey 
et al. 2001; Sparks et al. 2001). 따라서 육류에 

한 양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어떤 한 상, 이슈 는 행동에 해 

정 으로도 평가하지만, 부정 으로도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하는 태도양면성(attitudinal ambi-
valence)은 일시 인 안정성(Bargh et al. 1992), 
태도의 유연성(Bassili JN 1996)과 정보 처리(Bargh 
et al. 1992)와 같은 이슈들에 을 두고 연구

되어 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면 인 태도는 

덜 안정 이었고, 더 유연하며, 그리고 정보 처리

가 더 조직 인 것으로 나타났다(Berndsen & Pligt 
2004).

기 -가치 이론(Fishbein M 1963)에 의하면 일

반 인 태도(global attitude)는 단순한 수학 공식

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극 으로 일반 인 태도는 뚜렷한 행동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떤 한 시 에서 

군가가 갖게 되는 행동  신념이 더 정 일

수록 그의 일반 인 태도는 더 정 인 것이 된

다. 행동  신념은 어떤 특정 결과가 발생할 것

이라는 지각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 결과 

신념(outcome belief)과 그 결과에 한 정

인 평가나 부정 인 평가를 의미하는 결과 평가

(outcome evaluation)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좋아

하거나 정 인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들은 더 

정 인 태도를 유도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결

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각된 결과 발생 가능성

에 해 평가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해서도 평

가하도록 하고, 각각의 결과 신념과 결과 평가를 

곱하고, 곱한 값은 행동  신념의 지수(index)로 

사용하기 하여 더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  태

도의 측정치로 이용되기도 하지만(Parker et al. 
1992), 일반 인 태도를 측하는데 더 흔히 이용

된다(Armitage CJ 2003). 
지 까지 유일하게 한 연구에서만 신념동질성

이 태도 강도(attitude strength)의 한 특성인 태도 

안정성(attitude stability)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

었다. 이 연구에선 10개 신념 문항들의 표 편차

를 신념동질성의 값으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신념동질성은 태도 안정성의 유의한 

측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신념동질성은 태도 

근 성(attitude accessibility), 태도 요성, 정교

화와 태도 극단화(attitude extremity) 등의 9개의 

다른 태도 강도 지수보다 태도 안정성을 더 잘 

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Armitage CJ 2003). 
한, 신념동질성은 태도 안정성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태도와 행동의도의 계나 

태도와 행동의 계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동질 인 신념 세트(set)가 강한 행동을 유발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신념이 더 동질 일수록 

태도와 행동의도의 계나 태도와 행동의 계를 

강화시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태도양면

성 분야에 한 연구에선 양면 태도(ambivalent 
attitude)가 단일 태도(univalent attitude)에 비해 

행동의도와 행동의 좋은 측변수가 못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Armitage & Conner 2000; Conner et 
al. 2002). Armitage CJ(2003)는 2차원 태도 개념

을 이용하여 신념동질성이 태도와 행동의도의 

계, 태도와 행동의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 2개의 연구를 수행했었다. 음주 행 에 한 

연구에서 음주에 한 신념 동질이 태도와 행동

의도의 계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으나, 태도와 행동의 계에 미치

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헌  

행 에 한 연구에서 헌 에 한 신념 동질이 

태도와 행동의도의 계에 미치는 향은 동질  

조건에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질  

조건에선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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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 상

본 연구는 태도양면성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을 신념동질성이 조 하는지를 악하기 하

여 설문 조사자들이 설문조사 목 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

으로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지역

에서 설문을 조사하 다. 설문지는 총 350부가 배

부되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을 한 12부의 설문

지를 제외한 338(9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과 측정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

부 등의 인구통계  변수와 태도양면성, 신념동

질성, 행동의도, 소비행동 등의 구성개념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
동의도 등의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어

의 차의 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해 

측정되었고, 소비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5  

리커드 척도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태도양면성은 육류 섭취에 해 정 인 태

도와 부정 인 태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Armitage 
CJ 2003)에서 사용했던 3문항에 의해 측정되었

다. 설문문항은 육류 섭취가 나쁜지-좋은지, 비호

의 인지-호의 인지, 부정 인지- 정 인지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신념동질성은 서로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

(Saba & Messina 2003)에서 사용했던 5문항에 의

해 측정되었다. 측정방법은 Armitage CJ(2003)에
서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 다. 먼  각각의 설

문문항에 해 믿는 정도(belief)와 결과는 어떠한

지를 평가(outcome evaluation)하도록 하 고, 이 

둘을 곱하여 코딩을 하 다. 통계분석에선 6문항

에 한 표 편차를 신념동질성의 자료 값으로 

이용하 다.   

행동의도는 육류를 섭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

타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Armitage 
CJ 2003)에서 사용했던 3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육류를 섭취할 작정인지, 섭취할 계획

인지, 섭취를 원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소비행동은 육류의 섭취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Armitage CJ 2003)에서 사

용했던 3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육

류를 어느 정도는 먹어 왔는지, 얼마나 자주 육류

를 섭취했는지, 육류를 섭취하려고 한 이 있는

지를 묻는 문항들이었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본 연구는 음주 행동에 미치는 태도양면성의 

향을 조 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를 분석했

던 연구(Armitage CJ 2003)를 참고하여〈Fig. 1〉
과 같이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와 소

비행동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조 회귀모형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리모형은 다

음과 같다.

ŷ= b 0+b 1x+b 2z+b 3xz

 =(b 0+b 2z)+(b 1+b 3z)x

 = w 0̂+ w 1̂x

where ŷ: Consumption behavior, b 0: Cons-

tant, b 1x: Attitudinal ambivalence, b 2z: Belief 

homogeneity, b 3xz: Attitudinal ambivalence × 

Belief homogeneity, w 0̂
: Simple intercept at 

specific value of the moderator z, w 1̂
: Simple 

slope at specific value of the moderator z

본 연구는 태도양면성과 신념동질성의 상호작

용 항을 제한한 기본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제안

모형을 비교하고,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와 

조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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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rated regression model with belief 
homogeneity as moderator.

H 1: 태도양면성과 신념동질성의 상호작용 항

을 제한하지 않은 제안모형이 기본모형

에 비해 더 우수한 합도를 보일 것이다. 

H 2: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가 소

비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할 것이다. 

H 3: 태도양면성과 소비행동의 계에서 신념

동질성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할 

것이다. 

H 4: 신념동질성의 수 별 태도양면성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할 것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모든 분석들을 한 통계 로

그램은 SPSS win 15.0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

들의 성별, 연령, 학력과 결혼 여부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정된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와 소비행동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하여 주

성분분석, 상 계분석과 크론바 알  값을 이

용하 다. 소비행동에 미치는 태도양면성의 향

을 조 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174(51.5)

Female 164(48.5)

Age

29 yrs or less  94(27.8)

30～39 yrs  83(24.6)

40～49 yrs  82(24.3)

50 yrs or more  79(23.4)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66(49.1)

College or more 172(50.9)

Marriage
Unmarried 138(40.8)

Married 200(59.2)

〈Table 1〉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성이 174명

(51.5%), 여성이 164명(48.5%)이었다. 연령에서 

20  이하가 94명(27.8%), 30 가 83명(24.6%), 
40 가 82명(24.3%), 50  이상이 79명(23.4%)이
었다. 학력에서 고졸 이하가 166명(49.1%), 졸 

이상이 172명(50.9%)이었다. 결혼 여부에서 미혼

이 138명(40.8%), 기혼이 200명(59.2%)이었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 소비행동 

등의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한 자료들이 요인

분석에 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하여 15문
항의 상 행렬에 해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과 

KMO의 표본 합도 분석을 실시하 다. 구형성

과 표본 합도에 한 결과는〈Table 2〉에서 제

시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에 의하면 카이 제곱 

값은 1332.79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p<0.001), 표본 합도는 0.690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설문문항들이 주성분분석에 합

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교회  이후에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

동의도, 소비행동 등의 구성개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 크기는 1.667 이상으로 나타

났다. 설명력에 있어서도 이들 구성개념들은 

체분산의 56.795%로 나타났다. 태도양면성과 측

정변수들 간의 요인 재량은 0.829부터 0.848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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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loadings and Cronbach's α of constructs

Variable
Component

Attitudinal 
ambivalence

Behavior 
intention

Belief 
homogeneity

Consumption 
behavior

My eating meat is bad-good.     .848

My eating meat is unfavourable-favourable.     .841

My eating meat is negative-positive.     .829

I intend to eat meat.   .868

I plan to eat meat.   .846

I want to eat meat.   .830

The bad taste of meat.   .672

Meat contains nutrients that are unimportant 
for the human body.

  .672

Production of meat is harmless for the
environment.

  .617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eat is 
detrimental to future generations.

  .599

Worries about the safety of meat.   .486

To eat meat means to pay more.   .394

I eated meat not a little.   .767

How often did you eat meat.   .722

I tried to eat meat.   .691

Eigen value    2.385  2.347  2.120  1.667

% of variance (56.795)   15.902 15.647 14.135 11.111

KMO     .69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332.796(105)***

Cronbach's α     .833   .841   .604   .600

***p<0.001.

지로 나타났고, 행동의도와 측정변수들 간의 요

인 재량은 0.830부터 0.868까지로 나타났고, 신
념동질성과 측정변수들 간의 요인 재량은 0.394
부터 0.672까지로 나타났고, 그리고 소비행동과 

측정변수들 간의 요인 재량은 0.691부터 0.767
까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4개 구

성개념들은 충분한 집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검정 결과에 의하면, 크론바 알  값은 

태도양면성이 0.833, 행동의도가 0.841, 신념동

질성이 0.604, 소비행동이 0.600으로 일반 으

로 추천되는 기 인 0.6 이상이었다. 따라서 4개

구성개념들의 설문문항들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개 구성개념들의 상 계를 분석한〈Table 

3〉에 의하면 소비행동은 태도양면성과 0.178(p< 
0.01), 행동의도와 0.115(p<0.05)의 상 계들을 

보 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념동

질성과 상호작용 항은 소비 해동과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01). 
그러나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계 계수들은 개

별 변수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 소비행

동 등의 구성개념은 충분한 별타당성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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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SD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onstructs

Constructs AA BH BI AB CB

Attitudinal ambivalence (AA) 1.000

Belief homogeneity (BH) －0.061 1.000

Behavior intention (BI) 0.214*** 0.040 1.000

Attitudinal ambivalence ×
Belief homogeneity (AB)

0.861*** －0.315*** －0.201*** 1.000

Consumption behavior (CB) 0.178** －0.055 0.115* 0.095 1.000

*p<0.05, **p<0.01, ***p<0.001.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Andaleeb & Conway 
2006).

3. 태도양면성과 소비행동의 계에서 신

념동질성의 조 효과 분석

1)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와 조 효과 

분석 결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과 
행동의도의 직 효과와 조 효과를 분석한〈Ta-
ble 4〉와〈Fig. 2〉에 의하면 2개 모형들의 F 값은 

각각 6.922, 7.598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모형 모두의 모형 합도는 문

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개 모형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belief homogeneity on relationship between attitudinal ambivalence and 
consumption behavior

Model  B SE β t Sig. 

Model 1
F=6.922*** 

R2=0.059

Constant   3.203 .093  34.344 .000***

Intention    .154 .052 .161 2.969 .003**

Belief homogeneity －6.200E-02 .067 －.049 －.921 .358

Attitudinal ambivalence    .222 .058 .210 3.852 .000***

Model 2
F=7.598*** 

R2=0.084

Constant   3.334 .102  32.746 .000***

Intention    .151 .051 .158 2.934 .004**

Belief homogeneity  －.184 .078 －.145 －2.360 .019*

Attitudinal ambivalence    .547 .122 .517 4.491 .000***

Belief homogeneity×
Attitudinal ambivalence

 －.287 .095 －.365 －3.020 .003**

*p<0.05, **p<0.01, ***p<0.001. 
Model 1 without interaction effect, Model 2 with two-way interaction effects.

들의 R square 값은 각각 0.059, 0.084로 상호작용 

항까지 포함되었을 때 소비행동의 설명력이 2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합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 1은 채택되었다. 

기본모형에서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행동

의도의 β 값은 0.161(p<0.01), 태도양면성의 β 
값은 0.210(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제안모형에서도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행동

의도의 β 값은 0.158(p<0.001), 태도양면성의 β 
값은 0.517(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따
라서 육류 섭취에 한 태도가 보다 정 일수

록, 그리고 육류 섭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수

록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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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between attitudinal ambi-
valence and belief homogeneity on consumption be-
havior.

신념동질성은 기본모형에서 소비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β=－0.049, p>0.05). 그러나 제안모형에

서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신념동질성의 β 
값은 －0.145(p<0.05)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한 신념동질성과 태

도양면성의 상호작용 항은 소비행동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365, p<0.01). 따라서 신념동질성은 육류 소비

행동에 미치는 태도양면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행동에 미치는 직 효과는 통계 으

로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H 2와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H 3

은 채택되었다. 

2) 신념동질성의 수 별 소비행동에 미치는 

태도양면성의 향 분석 결과

신념동질성의 수 별 태도양면성이 소비행

동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Table 5〉에 의

<Table 5> Simple coefficients for the consumption behavior on the attitudinal ambivalence at three levels 
of belief homogeneity

Moderator
Constant B SE Beta t Sig.

Belief homogeneity

Low homogeneity 3.296 .369 .078 .350 4.484 .000***

Medium homogeneity 3.180 .180 .053 .170 3.205 .001**

High homogeneity 3.063 －.009 .080 －.009 －.108 .914

**p<0.01, ***p<0.001.

하면 신념동질성의 수 이 낮을 때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도양면성의 β 값은 0.35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01). 신념동질성의 

수 이 보통일 때 소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

도양면성의 β 값은 0.350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 다(p<0.01). 그러나 신념동질성의 수 이 높

을 때 태도양면성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이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β=－0.009, 
p>0.05). 따라서 육류 섭취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육류 소비가 항상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류 섭취가 좋다고 믿을 때에 육류 소비가 많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마 터는 육류 소비를 진하기 하여 소비자들

의 육류 섭취에 한 태도를 정 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마  노력은 육류 섭취가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집 되어야 한

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신념동질성의 

수 별 태도양면성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H 4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신념동질성의 수 별 태도양면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육류 소비량의 변화량을 보여주는〈Fig. 
3〉에서 보면 신념동질성의 수 이 낮은 응답자

들에게 있어서 태도양면성이 낮을 때 소비량은 

2.55이었으나, 태도양면성이 높을 때 소비량은 

3.69로 1.14의 차이를 보 다. 신념동질성의 수

이 보통인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도 태도양면성

이 낮을 때 소비량은 2.82 으나, 태도양면성이 

높을 때 소비량은 3.37로 0.55의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신념동질성의 수 이 높은 응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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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ple slopes for attitudinal ambiva-
lence at three levels of belief homgeneity.

있어서 태도양면성이 낮을 때 소비량은 3.08이

었으나, 태도양면성이 높을 때 소비량은 3.05로 

0.03의 차이를 보 다. 

Ⅴ.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육류 섭취에 한 태도양면성, 행동

의도와 소비행동의 계에 미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하여 338명의 응답자들

로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조 회귀모형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신뢰성분석과 상 계분석의 결과

에 의하면 태도양면성, 신념동질성, 행동의도와 

소비행동은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의 기 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과 

제안모형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F 값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두 모형의 합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안모형에서 상호작용 항까지 

포함된 설명변수들에 의한 소비행동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 가설 H 1은 채택되었다. 기본모

형에서 소비행동은 행동의도와 태도양면성에 의

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신념동질성은 소비행동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

다. 제안모형에서 소비행동은 행동의도, 신념동

질성과 태도양면성에 의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2는 채택되었

다. 한, 신념동질성과 태도양면성의 상호작용 

항은 소비행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3은 채택되었다. 신념

동질성의 수 별 태도양면성이 소비행동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념동질성의 

수 이 낮거나 보통일 때 태도양면성이 소비행동

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신념동질성의 수 이 높을 때에는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H 4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육류 섭취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동질성의 수 이 낮거나 보

통일 때에 육류 섭취에 한 태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육류 소비의 차이가 격하게 나타나지만, 
육류 섭취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

이 강할 때에는 육류 섭취에 한 태도의 좋고 나

쁨에 따라 육류 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육류 생산자 는 매

자는 육류 소비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신

념동질성의 수 을 낮출 수 있는 육류 상품 개발

이나 홍보 등의 마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육류 섭취로 인해 생길 수

도 있는 험으로 먹기를 두려워하는 신념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
이론 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육류 소비에 미

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육류 섭취에 한 태도와 소

비행동의 계를 조 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

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과를 일반화하기 해선 다

른 표본과 다른 지역을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육류의 범 를 구체화 하여 돼지고기나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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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신념동질성의 조 효

과를 분석하여 육류 소비행동에 미치는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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