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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urchasing variables in the organic food consumption level 
in Busan. To achieve this purpose, 240 residential women who are organic food consumers were chosen. 
Among them, 149 women took part in the stud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ree parts: 8 
demographic characteristics, 9 organic food purchasing conditions, and 22 purchasing variables. The research 
was continued from August 20th until September 10th, 2007. To derive the results,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ANOVA were used by spss 14.0. To sum up the results, three organic food consumption groups 
were classified into high, middle, and low consumption levels depending on buying condition for organic 
material. For the factor analysis, 5 factors were named as confidence, quality, safety, appearance, and 
economy. On the high consumption level, economy factor was highly important than other groups. In general, 
price would be a more sensitive factor, so they answered the adjusted price range; 52 participants said under 
10%, 22 between 11% and 20%, and 17 ove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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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품은 인간의 생존의 주요 원천이며, 신체

인 복지(well-being)에 필수 인 기여자라고 할 

수 있다(김효정․김미라 2001). 그러나 최근 환

경오염으로 인해 식품오염이 심각성이 두되고 

있으며(안정희․강근옥 2006), 식품이 원인이 되

고 있는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 안으

로 친환경 식품에 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웰빙 

상과 함께 격하게 확장되면서 안 하면서 몸

에도 좋은 유기농 식품이 웰빙 시 의 표주자

로 손꼽히고 있다(http://www.foodbank.co.kr; http:// 
www.foodbank.co.kr/news/view.php?secIndex=1085～).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국내의 일시 인 상이 아

니라  세계 인 변화이다. 우리보다 먼  환경

이 주요 논제가 되었던 국을 심으로 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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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들에서는 친환경 식품 소비계층들이 녹색 

소비자(green consumer)라는 이름으로 소비 집단

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비 상도 식재료 소비에

서 주거환경, 의복 등으로 일상생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안정희․강근옥 1995).
각국의 소매시장의 거래액을 기 으로 2006년 

세계 시장 규모는 4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미국과 서유럽이 체 시장의 96%를 차지하

고 있다(www.rda.go.kr). 아시아 시장에서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은 2000년 기  30억 

달러라고 발표는 되어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통

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의 아시아 국가

들은 미미한 수 에 한정되어 있다(배경근․미

노우유세피 2006).
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추세를 살펴보면, 2005년 친환경 농산물 거

래 규모는 2004년 비 21.9% 증가한 5.777억원

이었으며, 2007년에는 8.62억원, 2010년에는 1조 

5,70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창길 

외 2005).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을 보 하고 소비

자에게 안 한 농산물을 고 하기 해 농약과 화

학비료  가축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는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지칭한다(친환경 농업육성법 2002). 농
림부에서는 1991년 7월에 유기농업발 기획단 설

치 운 과 함께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1998년
에는 “환경농업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

산물을 유기 농산물, 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재배 농산물, 농약 재배 농산물, 일반 재배 농

산물 등 5가지로 구분하 다(  등 2000; 윤석원 

1999). 식품의약안 청에서는 빠르면 내년(2008년)
에 유기가공품 인증제를 도입할 정에 있다. 친
환경  유기농 식품들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유기농 문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부터이고, 그 표 인 랜드들이 올가홀푸드, 
구텐모르겐, 록마을, 이팜, 허클베리팜스 등이

며, 그 외에 세부 식품군 내에서도 유기농 식재료

를 이용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외식경제신문 

2007; 배경근․미노우유세피2006).
해외에서 유기농  친환경 식품에 련한 연

구들은 국내 연구보다는 10여년 이상 앞서고 있

으며, 세부 으로 지역 단 별 유기농 식품  유

기농에 한 태도 분석(Athanasios et al. 2005), 
유기농 세부 식품군별 신뢰도, 일반 식품 비 유

기농 식품들에 한 지불 의사 분석  가격과 가

치 비교 연구(Emma & Tony 2005), 유기농 구매

층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 분석 등(Ann et al. 
1995) 유기농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상을 하여 친환

경 식품과 가공 식품에 한 인식  소비 형태

에 한 조사를 실시하 는데, 연구 결과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으

며(안정희․강근옥 2006), 친환경 제품 구매 결

정 요인들에 한 모델을 제시하 는데, 연구 결

과 친환경 제품 구매 행 에 향을 주는 인자로

는 개인 가치의 요성을 제시하 으며, 이 개인 

가치의 요성이 가치-행  그리고 태도-행 간의 
계를 강화시킨다고 하 다(김연신 2006). 우수 

농산물을 상으로 하여 지불 의사 분석을 실시

하 는데, 연구 결과 일반 농산물 비 안 성이 

높은 과일류는 65%, 과채류는 76%, 채소류는 56%, 
약용작물은 96%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재홍․유소이 2005). 의 

연구들처럼 국내 유기농 련 연구는 기인 90
년  반에는 유기농 식품에 한 소비자 태도

에 한 조사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지불의사, 
가치와 행 와 계, 지역별 유기농 식품에 한 

인식도 등 연구의 범주를 확 하고 있으나, 유기

농 소비 집단 자체에 한 구분 기 이 상당히 

모호하다. 시장 세분화의 요성이 부각이 되고, 
세분 시장별 마  략이 제시되고 있는 시

에서 유기농 집단에 한 연구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유기농 소비 집단에 한 구분 기 에 

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식품 구매 변수를 측정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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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이 아(2005)는 시 되어지

고 있는 육수 제품을 상으로 하여 육수 제품 

구매 시 고려하게 되는 변수들을 조사하 다. 
구 지역 주부들을 상으로 하여  가공식품 

이용 실태를 알기 해 조사를 실시하 는데, 
구매 장소와  가공품을 구매하는 이유,  가

공품 종류별 구매 횟수(조진휘․고 경 2003)에 

한 조사를 심으로 실시하 으며, 도시 주부

들의 가공식품 구매행동에 해 조사하 다(한
미  등 1998). 서경미(2007)는 소스 제품 구매 

시에 고려하게 되는 변수의 요도  매체 신

뢰도에 해 조사를 실시하 다. 이처럼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게 되는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

는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하여 식품 구매 시 고려하게 되는 변수

에 한 연구는 지역별 인구통계학  특성별 등 

비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유기농 

소비 집단에 한 구매 행태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식품을 무농약 재배

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식품으로 정의하여, 유기

농 소비 집단을 유기농 식품 구매 횟수를 기 으

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이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

는 변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Ⅱ. 연구 설계 

1. 연구 상

본 연구의 목 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을 상으로 하여 유기농 식품 소비 집단이 식품 

구매 시에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을 알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한 모집단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 다. 일반 으로 유기농 식재

료는 일반 식재료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들의 근성이 낮기 때문에 모

집단을 부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여성  생활수

을 산층 이상으로 선정하 다. 산층의 기

은 여성 소비자에게 본 설문을 실시하기 에 

비 설문으로 “본인이 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해 질문을 한 뒤 “그 다”라고 응답한 

질문지만을 연구 분석에 용하 다. 부산의 경

우, 일반 으로 산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

역이 해운 구와 남구이었으므로, 의 지역들로 

한정하 으며, 라이 스타일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 부속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에

서 직업 강좌가 아닌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

자와 해운 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문직 여성들

로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교양 강좌를 수

강하는 여성 소비자 집단을 산층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회교육원 담당자를 상으로 하여 면

을 실시한 결과, 직업 강좌보다는 교양 강좌 수강

자들이 좀 더 경제 인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제

공하여 교양 강좌 수강자로 한정하여 설문을 실

시하 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홍 등의 연구와 Emma 등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 내 소비재 패턴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  특성 변수들 8문

항을 구성하 으며, 유기농 식품 구매 황을 조

사하기 한 문항 9문항과 식품 구매 시 고려하

는 요인들 22문항은 이 아(2004), CJ Foodsystem 
보고서(2003), 조진휘 외 1인(2003), 서경화 외 1
인(2004), 서경미(2007)의 연구를 통해 추출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과 유기농 식품 구매 황

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명명척도로 구성하 으

며,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게 되는 변수들의 요

도 정도를 알기 한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선행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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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척도

인구통계학  특성

(8문항)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자녀 연령, 직업, 교육 수 , 연소득, 
건강 주의 여부

명목 척도

유기농 구매 황

(9문항)
곡류, 유지류, 육류  육가공품, 가 류, 유제품, 난류, 과일

류, 채소류, 간식류
명목 척도

식품 구매 시 고려 변수

(22문항)

생산국, 포장 형태, 생산 지역, 랜드, 라벨 정보, 사  비

성, 신제품, 번들제품, 가격, 양  가치, 다이어트의 가치, 
통방식으로 제조, 친환경성, 외 성, 가공하지 않은 상태, 

색상, 맛, 향, 인증된 생산 방식, 인증된 방식을 이용한 품질, 
품질보증 로고, 인증기

5  리커트 척도 

한 탐색  연구(Exploratory study)와 설문지 조사

법(Survey method)을 병행하 다. 먼  선행 연

구를 고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으며, 부산 지

역에 특히 해운 구와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여

성들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에 비 

조사를 실시하 다. 비 조사에서는 친환경 식

재료 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이 인구통계학  

특성 변수를 도출하기 한 것이 목 이었다. 선
행 연구(홍 등 2005; Emma 2005)를 통해 제시되

어진 인구 통계학  특성 문항을 제시하고, “식
재료 구매하게 될 때 고려하게 되는 인구 통계학

 특성 문항에는 어떤 것인가”에 한 질문을 

통해 도출하 다. 
설문지 배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20～30
 여성들의 설문을 하기 해 지역에 있는 유치

원에서 배부하는 가정 통신문에 설문지를 동 하

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40  이상의 

여성들을 설문하기 해 연구자가 학부설 사회

교육원을 직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장에서 직  기입하여 회

수하는 방법을 용하 다. 총 230부가 배부되었

으며, 이  180부가 회수되어 78.2%의 회수율을 

보 으며, 설문 응답에 불성실한 34부를 제외한 

146부가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기간 2007년 8월 20일～9월 10일까

지 실시하 으며,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해 

SPSS 14.0을 용하 다. 세부 으로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기 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집단별 차이를 알기 해서 χ2 
분석을 실

시하 고, 집단별 식품 구매 시 고려 변수를 도출

하기 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분석

1.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들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면 30 가 62.3%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가 96.6%
으며, 자녀의 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67.8%
다. 교육 수 에서는 졸자가 3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직업은 가정주부가 69.2% 으며, 
음식섭취에 주의를 요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가

에서는 없다가 64.4% 고, 연수입은 42.5%가 5
천만원 이하 다. 

2. 식품 구매 고려변수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의 여부를 평가하기 해 KMO 검정

을 실시한 결과, 0.732로 요인 분석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이겐값 1 이상의 요인들을 도

출하 으며,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용하 으며, 요인 회  방법은 베리멕스 회 을 

사용하 다. 식품 구매 고려 변수  22개 변수 

에서 13개 변수로 축소되었으며,  5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7.780%이었다. 세부 으로 요인 1
은 신뢰성으로 명명하 으며, 27.806% 다. 요인 

2는 제품성으로 명명하 고, 설명력은 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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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연령

20   5(  3.4)

직업 

주부 101( 69.2)

사무직  20( 13.7)
30  91( 62.3)

매직   5(  3.4)
40  36( 24.7)

교육직   7(  4.8)
50  이상  14(  9.6) 문직   8(  5.5)

자 업   5(  3.4)합계 146(100.0)
합계 146(100.0)

결혼 여부

기혼 141( 96.6)

식이에 주의해야 할

구성원

 52( 35.6)
미혼   5(  3.4) 아니오  94( 64.4)

합계 146(100.0) 합계 146(100.0)

가정 내 연소득

(세  공제 후 실질

소득) 

2천만원 미만   7(  4.8)

자녀 수 

1명  28( 19.2)
3천5백만원 이하  27( 18.5)

2명  99( 67.8)
5천만원 이하  62( 42.5)

3명 이상  14(  9.6) 6천5백만원 이하  30( 20.5)

없음   3(  2.1) 8천만원 이하  13(  8.9)

≤81,000,000   7(  4.8)
무응답   2(  1.4)

합계 146(100.0)
합계 146(100.0)

가장 큰 자녀의 

나이

5세 이하  17( 11.6)

교육 수

(재학  

포함)

고졸 이하  34( 23.3) 6～10세  71( 48.6)

문  졸업  44( 30.1) 11～20세  34( 23.3)

21～30세  16( 11.0)
학교 졸업  57( 39.0)

31세 이상   4(  2.7)
학원 이상  11(  7.5)

무응답   4(  2.7)
합계 146(100.0) 합계 146(100.0)

다. 요인 3은 안 성으로 명명하 으며, 10.523 
% 다. 요인 4는 외 성으로 명명하 고, 8.934%

다. 요인 5는 경제성으로 명명하 으며, 요인의 

설명력은 8.363% 다. 각 요인의 세부 문항의 크

롬바하 알 계수는〈표 3〉과 같다. 

3. 유기농 식품 소비군 집단 분류

유기농 식품군을 구매하는 집단의 분류 기 을 

유기농 식품군별 구매 황을 기 으로 하여 정

의하 다. 집단 구분의 방법은〈표 4〉의 각 식품

군들을 구매 빈도 수를 기 으로 하여 분류하

다. 각 식품군들의 구매 빈도 수를 기 으로 친환

경 식재료 소비군으로 분류한 이유는 유기농 

련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농 구매 

집단을 분류한 연구가 없었다. 일반 으로 소비

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요구되어지는 1차 자료 

에 행동자료가 있다. 행동자료란 고객들이 실제

인 구매를 통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

반 고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보다 신뢰성이 높다(윤훈  200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 식품군들을 실제 구매하는 횟수를 

기 으로 하여 집단을 분류하 다. 세부 으로 각 
식품군을 10회 구매 시에 10회 모두 구매하면 5

, 10회 구매 횟수 에서 7～8회 정도하면 4
을, 10회 구매 에서 5회를 하면 3 을 부여하

고, 10회 구매 횟수 에서 2～3회 정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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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품 구매 고려 요인 분석

 
신뢰성 제품성 안 성 외 성 경제성

재치 EV(%) 재치 EV(%) 재치 EV(%) 재치 EV(%) 재치 EV(%)

생산국 0.544

 3.615
(27.806)

인증된 방식

으로의 생산
0.864

제품의 로고 0.785

인증된 제품 0.736

색상 0.767
 1.580

(12.154)
특유의 맛 0.870

향 0.778

사 비성 0.658
 1.368

(10.523)
환경에 안 0.698

통방식사용 0743

생산 지역 0.834 1.161
(8.934)제품의 외 0.659

가격할인이나

끼워 팔기 제품
0.754

1.087
(8.363)

을, 10회 구매 횟수 에서 1회 이하이면 1
을 부여하 다. 각 식품군별 5  만 으로 수

를 주어, 총 45 을 만 으로 하여 집단을 분류 

하 다. 총 이 1～15 이면 (低) 구매 집단이

라고 명하 고, 16～30 이면 간(中) 구매 집

단이라고 명하 으며, 31  이상이면 고(高) 구

매 집단이라고 정의하 다. 각 집단에 따른 인구

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低) 구매 집단은 30～40 가 비슷하게 분

포 하 으며, 자녀의 수는 2명, 가장 큰 자녀의 

나이가 6세 이상 10세 정도가 많았으며, 문

학과 학 졸업자들이 많았으며, 직업 여성들의 

비 이 고  간 정도의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연평균 순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다. 

고(高)  간(中) 구매 집단은 30 가 다른 

연령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도 2
명이었고, 가장 큰 자녀의 나이가 6세 이상 10세 

이하 고, 학 졸업자들이 많았고, 직업 여성의 

비 이  구매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소
득도 6천 5백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음

식을 조심해야 하는 구성원이 없다가 높게 나타

났다. 의 결과에서 보면 일반 으로 유기농 식

재료에 주부의 학력과 소득이 구매에 향을 미

친다는 선행 연구(박 등 2005; 안 등 2006)와는 

조  다른 결과를 보 다. 그 이유는 연구 상 선

정에서 일반 구매 집단만을 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산층 여

성들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으므로 오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4. 친환경 소비 집단별 식품 구매 시 고려 

요인 비교

친환경 소비 집단의 식품 구매 시 고려하게 되

는 요인들 에서 신뢰성 요인이 3.81로 가장 높

았고, 외 성이 3.72 으며, 제품성이 3.65 다. 안
성이 3.65 으며, 경제성이 2.79 순으로 나타났

다. 일반 으로 친환경 식재료 소비 집단의 특성

이 안 성을 우선 시 한다는 안 등(2006)과 고의 

연구(2002) 연구들과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친환경 소비 집단별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게 

되는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신뢰성 요인과 제품

성 요인, 안 성 요인과 외 성에서도  구매 집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집단의 식품 구매 고려 변수 비교 연구 79

<표 4> 유기농 식품 구매 황

구분 명(%) 구분 명(%)

곡류

( , 가루, 
빵 등)

9회 이상  21( 14.4)

계란

9회 이상  30( 20.5)
7～8회/10회  26( 17.8)

7～8회/10회  33( 22.6)
5회/10회  36( 24.7)

5회/10회  39( 26.7)2～3회/10회  31( 21.2)

2～3회/10회  17( 11.6)1회 이하/10회  32( 21.9)

합계 146(100.0) 1회 이하/10회  27( 18.5)

오일류

(참기름, 식용유,
올리 유 등)

9회 이상  16( 11.0)
합계 146(100.0)

7～8회/10회  24( 16.4)

과일류

9회 이상  16( 11.0)5회/10회  52( 35.6)

2～3회/10회  21( 14.4) 7～8회/10회  33( 22.6)
1회 이하/10회  33( 22.6)

5회/10회  50( 34.2)
합계 146(100.0)

2～3회/10회  26( 17.8)

육류  

육가공품

9회 이상   9(  6.2)

1회 이하/10회  21( 14.4)7～8회/10회  13(  8.9)

5회/10회  55( 37.7)
합계 146(100.0)

2～3회/10회  31( 21.2)

채소류

9회 이상  18( 12.3)1회 이하/10회  38( 26.0)
7～8회/10회  41( 28.1)합계 146(100.0)

가 류

(닭)

9회 이상   6(  4.1) 5회/10회  47( 32.2)
7～8회/10회  27( 18.5)

2～3회/10회  21( 14.4)
5회/10회  42( 28.8)

1회 이하/10회  19( 13.0)2～3회/10회  28( 19.2)

합계 146(100.0)1회 이하/10회  43( 29.5)

합계 146(100.0)

간식류

9회 이상  10(  6.8)

유제품

(치즈, 버터 등)

9회 이상  12(  8.2)
7～8회/10회  18( 12.3)7～8회/10회  24( 16.4)
5회/10회  48( 32.9)5회/10회  46( 31.5)

2～3회/10회  26( 17.8) 2～3회/10회  30( 20.5)
1회 이하/10회  37( 25.3)

1회 이하/10회  40( 27.4)
무응답   1(  0.7)

합계 146(100.0)합계 146(100.0)

* 각 제품군의 구매 횟수를 10회로 기 으로 하 을 때 평균 몇 회 정도를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가에 해 질문

하 음.

단이 각각 3.89, 3.67, 3.36, 3.7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경제성 요인에서는 고 구매 집단이 2.8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김의 연구(2006)에
서도 친환경 제품 구매자들이 경제성 요인에 

해 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경제 인 측면이 

소득에 따라 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

을 보여 주고 있다. 고 구매 집단보다  구매 집

단이 경제성 요인에 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이라는 의견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각 요인

에 따른 집단별 통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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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집단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그룹

χ2(p)
고 합 계

연령

20 0 2 3 5

11.386
(0.077)

30 17 53 20 90

40 3 16 17 36

50  이상 2 9 3 14

합계 22 80 43 145

결혼 여부

기혼 22 77 41 140
0.994

(0.608)
미혼 0 3 2 5

합계 22 80 43 145

자녀 수

1명 5 13 10 28

15.190
(0.019*)

2명 11 56 31 98

3명 이상 6 8 0 14

없음 0 1 2 3

합계 22 78 43 143

가장 큰 자녀의 연령

5세 이하 2 8 6 16

9.666
(0.289)

6～10세 15 38 18 71

11～20세 2 20 12 34

21～30세 1 10 5 16

31세 이상 2 1 1 4

합계 22 77 42 141

학력

고졸 이하 4 22 8 34

3.738
(0.712)

문 학 7 21 16 44

학교 8 32 16 56

학원 3 5 3 11

합계 22 80 43 145

직업

주부 15 56 29 100

4.910
(0.890)

사무직 1 12 7 20

매직 1 3 1 5

교육직 2 4 1 7

문직 2 3 3 8

자 업 1 2 2 5

합계 22 80 43 145

식이 리 필요한

구성원 유무

4 25 23 52
9.538

(0.008*)
아니오 18 55 20 93

합계 22 80 43 145

연소득

(세  공제 후 실질소득)

2천만원 미만 1 4 2 7

9.782
(0.460)

3천5백만원 미만 5 15 6 26

5천만원 미만 12 33 17 62

6천5백만원 미만 1 20 9 30

8천만원 미만 1 5 7 13

8천1백만원 이상 2 3 2 7

계 22 80 43 14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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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친환경 식재료 소비 집단별 식품 구매 시 고려 요인 비교

요인명 집단 분류 명 평균±표 편차 F(p)

신뢰성

고 구매 22 3.70±0.777

0.527
(0.591)

 구매 80 3.80±0.721

 구매 43 3.89±0.632

합계 145 3.81±0.703

제품성

고 구매 22 3.56±0.905

0.226
(0.798)

 구매 80 3.65±0.734

 구매 43 3.68±0.806

합계 145 3.65±0.779

안 성

고 구매 22 2.94±0.729

2.596
(0.078)

 구매 80 3.17±0.720

 구매 43 3.36±0.743

합계 145 3.19±0.736

외 성

고 구매 22 3.57±0.835

0.899
(0.409)

 구매 80 3.54±0.708

 구매 43 3.72±0.639

합계 145 3.60±0.709

경제성

고 구매
a 22 2.86±1.166

0.480
(0.020*)

 구매
a 80 2.85±1.213

 구매b 43 2.65±0.948

합계 145 2.79±1.129

*p<0.05.

성, 제품성, 안 성, 외 성 요인들에서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성 요인에서는 집단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차이

를 사후 검증한 결과 고 구매 집단과 간 구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구매 집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격 조정 비율 집단별 요인 비교

재 친환경 식품들이 비교  가격 가 높아 구

매 시 고민을 많이 한다는 비 조사의 결과를 통

해 가격 조정 비율을 어느 정도 조 할 것인가에 

해 질문을 한 결과, 평균 10%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52명이었고, 11～20% 이하가 22명, 21～
30% 이하가 2명, 40% 이상이 17명이었다. 의 

가격 조정 비율을 기 으로 집단을 나 어 각 집

단에 따른 요인별 요도를 살펴본 결과, 신뢰성 

요인에서는 40% 이상 집단이 4.0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제품성 요인과 안 성 요인에서는 30% 
이하 집단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
성 요인에서는 10% 이하 집단이 3.61이었고, 경
제성 요인에서는 20% 이하 집단이 2.86으로 높

게 나타났다. 각 집단별 통계 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료를 무농약 재배에 의

해 생산되어지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친환경 식

재료 소비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

들이 식품 구매 시에 고려하는 변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低) 구매 집단은 30～40 가 비슷하게 분



한국조리학회지 제 14권 제 1호(2008)82

<표 7> 가격조정 비율 집단별 요인비교

가격

조정폭
명 평균±표 편차 F(p)

신뢰성

≤10% 52 3.58±0.683

2.308
(0.082)

≤20% 22 3.92±0.604

≤30% 2 3.88±0.884

31%≤ 17 4.01±0.812

합계 93 3.75±0.709

제품성

≤10% 52 3.49±0.759

0.404
(0.750)

≤20% 22 3.56±0.806

≤30% 2 4.00±0.471

31%≤ 17 3.67±1.080

합계 93 3.55±0.826

안 성

≤10% 52 2.98±0.533

2.264
(0.086)

≤20% 22 3.07±0.729

≤30% 2 4.00±1.414

31%≤ 17 3.32±0.951

합계 93 3.09±0.702

외 성

≤10% 52 3.61±0.629

0.410
(0.746)

≤20% 22 3.43±0.712

≤30% 2 3.50±0.707

31%≤ 17 3.47±0.780

합계 93 3.54±0.673

경제성

≤10% 52 2.69±0.961

0.160
(0.923)

≤20% 22 2.86±1.283

≤30% 2 2.50±0.707

31%≤ 17 2.76±1.251

합계 93 2.74±1.083

*p<0.05.

포하 으며, 자녀의 수는 2명, 가장 큰 자녀의 나

이가 6세 이상 10세 정도가 많다. 그리고 문

학과 학 졸업자들이 많았으며, 직업 여성들의 

비 이 고  간 정도의 집단에 비해 낮았고, 연
평균 순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다. 고(高)  간

(中) 구매 집단은 30 가 다른 연령 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도 2명이었고, 가장 큰 

자녀의 나이가 6세 이상 10세 이하 으며, 학 

졸업자들이 많았고, 직업 여성의 비 이  구매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소득도 6천 5백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음식을 조심해야 하

는 구성원이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식재료 소비 집단별 식품 구매 시 고려 

요인에 해 조사한 결과, 신뢰성과 제품성, 안

성, 외 성 4개 요인 모두  구매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성 요인에서는 고 구매 집

단이 가장 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각 요인에 따른 집단별 통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뢰성, 제품성, 안 성, 외 성 요인에서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성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친환경 소비 

집단도 일반 소비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격에 

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고 구매 집단이 가격에 해 더 많은 부담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결과는  구매 

 간 구매 집단에 비해 고 구매 집단들이 구

매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에 한 부담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 조정 폭을 기 으로 집단을 분류한 결과, 

10% 이하라고 응답한 집단이 52명이었고, 11～

20% 이하가 22명, 21～30% 이하가 2명, 40% 이

상이 17명이었다. 신뢰성에서는 3.75, 제품성은 

3.55, 외 성은 3.54, 경제성은 2.74 안 성 요인

에서는 3.09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으로 하

여 유기농 식재료에 한 인식도  가격 민감도 

분석한 연구들이었으나,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

료를 직  구매하는 집단을 상으로 한 기의 

연구 다는 것에 연구의 가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하 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친환경 식재료 소비 집단의 형성 기간이 비교

 오래된 서울 경기 지역으로의 확 가 요구되

어 진다. 한,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료 소비 집

단을 식재료별 구매 황을 심으로 분류하 는

데, 향후 연구에서는 유기농 소비 집단의 분류 기

의 다양화가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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