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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nsumers'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factors influencing purchase intention degre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it aims to help seek national health promotion methods through purchase of consumers'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providing the government, businesses, consumer organizations, 

etc. with basic data on them.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2 months from August 1, 2012 to September 

30, 2012, and a total of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21(91.7%) copies out of them were used 

as final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on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that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nd economic valu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economic value among them was the 

most influential item. Secon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on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that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nd economic valu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economic value was the most influential item. 

Thir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n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that as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gets higher,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or them increased.

Key words: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trust, purchase intenti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Ⅰ. 서  론

최근의 식문화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

간의 증 , 문화  욕구  활동의 증가, 건강  

안 에 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먹는 문제에 

한 의식이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져 있고(Ko BS 

& Kang SW 2004), 한 육체 , 정신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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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유형이나 문화라는 뜻을 갖는 참살이 

(well-being) 문화는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

며, 소비자의 소비생활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

품질 건강식품 주의 스타일로 변화되고 있다

(Ahn PR et al 2005). 한 생활 속에서 참살이가 

차지하는 의미는 다양하지만 그 에서도 ‘잘 먹

고 잘 사는 것’이란 화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음식에 

한 심이라고 여겨진다(Kim JG 2010). 최근 유

자 변형 농산물, 수입된 식품과 농산물, 속

과 농약 그리고 화학비료에 오염된 식품 등이 

매되고 있는 등의 소비환경 변화는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소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 사회 ㆍ경

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에 한 

소비자의 태도는 시장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다시 말해, 식품 안 성에 한 소비자의 심

은 시장행 에 가되어 구매 의사결정시 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Kuperis P et al 

1996; Cruchfield SR et al 1997). 친환경 제품의 

마 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친

환경 제품을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소비

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한 심이 높고, 친환경 

제품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

러한 심과 정 인 태도가 구매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여러 이

유로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해 신뢰가 높지 않으며, 친환경

이라는 특성만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하

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Peattie K 2002; 박재기 

2006).

한, 국내외의 농업환경은 변하고 있으며, 

부분의 농산물에 한 시장수요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수요의 양  성장은 매우 

어렵다. 한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하는 추세에도 불구

하고 일반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정보의 비

칭성, 안 성에 한 신뢰도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Nam SM & Lim CG 2010). 하지만, 

유기농식품에 한 소비자의 수요는 1990년  

반 이후 소비자의 소득 수  향상, 건강에 한 

심증 와 농약과다 사용에 한 성 고조, 

시민 단체의 환경운동과 녹색소비자 운동을 통한 

소비자 의식수  향상 등에 힘입어 격히 상승

하여 왔으며(Kim MB 2000), 이에 정부에서도 친

환경농업 육성법(1997년 재정)을 2001년 7월 1일 

개정하여 코덱스(Codex)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

물의 인증 제도를 유기농산물과 환기 유기농산

물의 규정을 설정하여 실행하 다(Yoon JY 

2006). 외국의 유기농산물 소비 황을 보면, 70년

 이후 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기 시작하더니 90년  이후 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유기농산물 분류기 을 제

정하는 등 유기농 시장의 성장에 뒷받침을 해주

었다. 유기농 시장은  세계 으로 연 40%의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

내실정에 비해 유럽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유

기농 문화는 상당한 수 에 오른 상태다. 미국은 

체 식료품시장의 유기농 비율이 2000년 7.5%

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기농은 더 이상 신

기하거나 고 스러운 제품이 아닌 것이다(Kim JS 

2007). 한, 최정은(2012)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시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가

격과 품질을 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환경 보존 인 요소를 고려하는 비율이 꾸

히 증가추세에 있고 경기회복 시에는 가격과 

품질 만큼 환경 보존 인 요소를 요하게 생각

하는 소비자인식이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구

매하기 어렵고 비싼 농산물로 인식이 되어있다. 

지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JS(2001)의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실태와 소비자 의

향분석, Lee JS et al(2002)의 우리나라 친환경농

산물에 한 소비자 의향 분석, Hur KO(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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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구매  추가지불가격 향요인 분석 

등과 같은 소비자와 련된 친환경농산물에 한 

연구, Chun TG(2001)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구

매동기, 가격반응,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등을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친환

경 농산물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

된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치와 추

가 지불가격요인들과 친환경 농산물에 한 소비

자의 구매 행동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가치와 친환경 농산

물의 신뢰에 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여

서 소비자들의 소비가치에 따라 생각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한 소

비자들의 구매의도에 한 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가

치가 친환경농산물에 한 신뢰, 친환경 농산물에 

한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는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

에 소비자들의 친환경 가치와 친환경 농산물의 신

뢰,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함

으로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친환경 소비 가치

가치란 제품에 해 지불하는 것과 제품에서 

얻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단한 효용에 한 고

객의 반 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Zeithaml 

VA 1988). Parasuraman A & Grewal D(2000)의 

연구에서도 가치는 획득(get)요소 즉, 구매자가 

매자의 제공물로부터 얻는 편익과 지불(give)요

소 즉, 제공물을 얻기 한 , 비  비용

의 기능이라고 하 다. Woodruff RB(1997)는 고

객의 가치를 제품을 소유, 사용 시에 소비자가 지

각하는 혜택들과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지

불해야 하는 희생의 비율로 나타냈다. 한, 경제

 측면에서 소비자의 가치는 제품에 의해 받아

들여진 것에 근거하나 제품 는 서비스의 효용

에 한 소비자의 반  평가이다(Zeithaml VA 

1988). 이는 Monroe K & Krishnan R(1985)가 주

장한 개념과도 비슷한데, 그들은 소비자의 가치

를 제품 는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에서 얻어지

는 지각된 순이득(net gain)을 반 하는 획득가치

의 즉, 경제 인 가치의 개념으로 보았다. 

반면에 요즘 환경과 련된 소비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친화  제품에 한 심은 

제품의 구매, 사용,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폭넓

다.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함으로써 리는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 인 안목

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

을 물려줘야하는 도덕  사명감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환경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 하며, 물질  혹은 신

체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연 자원으로서의 역할

을 넘어 인유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한다(Thompson SC & Bartin MA 1994). 

한, Kim YS(2004)은 이타 인 가치 을 지닌 소

비자들이 환경에 해 더 큰 심과 우려를 가지

고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한

다고 하 으며, Jung YJ(2007)에 의하면 소비자의 

환경에 한 가치지향은 사회 이타  가치지향, 

경제  가치 지향, 자기 심  가치 지향으로 구

분하 다.

이성  소비가치는 도구  가치(Instrumental 

Value)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품의 기능  효율

성(Efficiency)과 우수성(Excellence)으로 구성된

다(Holbrook MB 1994) 이를 친환경 제품에 해 

용해 보면 제품 자체의 기본 기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능  가치와 친환경 속성의 우수성이

라는 친환경 가치로 용시켜 볼 수 있다(Hur 

WM & Ahn JH 2009)

Cho JW(2000)은 환경 보  가치를 환경의 질

을 향상하기 하여 일상생활  환경 문제를 깊

이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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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태 인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약하는 생활

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의식이라 하 다. 한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재는 물론 미래에도 쾌 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보  리로 생활하려는 의식이라 

정의하 다. Choi NS(1994)은 환경가치를 환경의 

질 향상을 해 일상생활  자원의 구매, 사용, 

폐기의 생활 리 과정에서 환경의식을 불러일으

키는 행동을 배제하고, 생태 인 생활양식을 선

택하며 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 인류의 지속

인 번 을 꾀하려는 것이라 정의하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친환경 소비 가치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같은 일련의 소비과정에

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구매를 자발 으로 배제

하고, 친환경 인 소비를 추구하려는 책임 있는 

소비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APs)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

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유지 보 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 포함)’로 정의되며, 친환경 농산물

은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농약 농산물로 분류된다(국립농

산물품질 리원 2012).

1988년 서울올림픽을 후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세계 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자 안  농산물에 한 수요가 

차 확 되기 시작했고 1990년  반부터 소득

수 의 향상과 함께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기

호가 양 심에서 질 심으로 바 고 있으며, 특

히 식품으로서의 안 성 여부가 농산물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단 기 이 되면서 친환경 농

산물에 한 수요는 진 으로 증가하고 있다

(Cho MJ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은 농산물의 경우 경

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 리 등이다(농림부 2012). 

국립농산물품질 리원(2012)에 의하면, 유기

물농산물 등의 친환경농산물에 해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환경보

 기능을 증 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이기 함이다. 둘째,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허  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과정에서의 신

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와 공 체계

를 확립하기 함이다. 한, 농림부(2012)는 친

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목 을 첫째, 

품질이 우수하고 안 한 농산물을 생산․공 하

기 해서이고, 둘째,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하기 함이며, 셋째,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

으로 안 농산물에 한 신뢰 구축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 농산물 생산, 공 , 체계, 

확립하기 함이라 할 수 있다.

Cho WH(2004)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

비․유통부문의 실태와 특성, 그 특징과 문제 을 

심층 으로 분석하고 구체 인 개선방향을 제시

하 다. 먼  생산부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반 인 생산 황을 살펴보고 친환경농업 실천농

가에 한 경 실태 조사결과를 기 로 친환경농

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경 성과를 비교․분석하

다. 소비부문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의향과 행태를 분석하 으며, 친환경농산물 

수요량을 계측하 다. 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황과 문제 을 살펴보고, 친화경농산물 생산․

소비․유통부문의 분석결과들을 토 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한 구체 인 개선방향

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친환경농산물에 한 

반 인 소비자 태도는 정 으로 형성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Yoon HJ & Han YS(2005)의 연

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농산물에 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에 해 85%정도가 부정 인 의견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TK & 

Hong NK(2005)에서도 식품안 성 속성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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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농약 사

용여부와 화학비료 사용여부로 평가된 바 있다.

한, 우리나라 주부를 상으로 식품안 성에 

해 조사한 결과, 평소 ‘불안한 편’이라는 주부

가 ‘불안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주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고 조사된 바 있다(Choi JS et al 

2005). Kim HC & Kim MR(2003)과 Han W & 

Lee J(1991)의 연구에서도 농약이 식품안 성과 

련된 해요인으로 나타났고, Warren V et 

al(1990)는 일반소비자들은 농약사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기재배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

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하 다. 

Kim MB(2000)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에 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약 80~90%로 나

타나 체 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비싸다는 태도

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Lee 

JS(2001)의 연구에서는 매가격이 높아 구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조사되었고, Huh KO(2005)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비

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하여 Lee 

KW(1995)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

해야함을 강조하 다. 

3. 신뢰

고객의 신용과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믿을만함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Moorman 

C et al 1992; Rempel JK et al 1985).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리라는 것에 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 측을 가능하

게 하는 축 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다(Johnson 

D & Grayson K 2005). 이를 Rempel JK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 측가능성”이라고 하

으며, Jonson GC & Swap WC(1982)의 연구에서

는 “믿을만함”이라고 지칭하 다.

마  분야 에서의 신뢰는 기업과 고객 

간에 장기 이고 지속 인 우호 계를 형성하여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목 으로 한다. 따라서 장

기 인 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기업과 고객 

간의 신뢰가 담보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으로 

신뢰는 성공  계에 한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고 보았다(Morgan RM & Hunt SD 

1994).

한, 신뢰는 고객들을 기업과의 계에 몰입

하게 만들며, 직 으로 경제  성과로 이어지

기도 하는데, 상호 신뢰가 있는 공 업체와 제조

업체의 경우 부품공 의 속도 등으로 인하여 타 

경쟁공 자 비 구매성과가 높아지기도 한다. 

한 서로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구매가격이나 

비용, 거래 조건에 한 상이 효율 이며 유연

하고, 따라서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것은 궁극 으로 공 업체와 제조업체 모두에

게 정 인 효과를 가져온다(Suh CS et al 2007).

Yu I & Choe HL(2003)는 고객 신뢰의 향 요

인을 크게 세가지 그룹으로 나 어 신뢰에 미치

는 향과 이로 인한 구매의도와의 계성을 제

시한바 있다. 

Suh CS et al(2007)는 보다 실 으로 고객 신

뢰 형성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규명하기 

해 신뢰의 수 과 구매의도 간의 계는 기존

의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유의 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개인  특성과 환경  요인이 고

객 신뢰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Nam SM & Lim CG(2010)은 신뢰는 교

환과 사용과정에서 인지하는 안 에 한 믿음으

로 정의하여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과정

과 구매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험의 정도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를 정의하 다. 

한, Kim SH et al(2012)는 소비자들이 구매과정

에서 하게 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이미

지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 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뢰를 상 방에 

한 일종의 확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신뢰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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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나, 약속 등이 믿을 수 있으며, 제품을 구

매하 을 때 안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한다.

4. 구매의도

일반 으로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상된 는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

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라고 정의된다

(Engel JF et al 1990; Lee YJ & Lee SB 2008).

의도(Intention)는 개인의 기된 는 계획된 

미래행동으로서 신념과 태도가 행 로 옮겨지는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an HS 2006). 

한,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어느 정도 특정한 미래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 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 하

는 요한 변수이다(Taylor SA & Baker TL 

1994). 즉, 일반 으로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제품에 한 소비

자의 신념이 형성되고 고려한 제품에 한 정

인 태도가 구매의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Lee YJ & Lee SB(2008)은 구매의도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경향으로써 

특정제품에 한 구매의지를 말한다고 하 으며, 

한편 소비자 행동론 측면에서의 구매의도는 구매

와 가장 인 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구매행동을 

측하는 요한 측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하

다. 

Lee JE(2011)는 환경의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  구매의사에 미치는 연구에서 환경의식

이 친환경 농산물의 만족도와 구매의사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소비자가 인식

하는 상품의 가치가 가격과 일치하거나 커질 때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다고 

하 다. 

Kim SH et al(2012)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 의

도는 소비자가 농산물 구매 시 실제 으로 친환

경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의사에 한 개념으로 정

의 하 으며, Vlosky RP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구매의도와 련된 연구를 살펴보

면 환경의식과 환경인증의 여도가 높을수록 구

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로서 구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환경 보  가치에 한 선행연구

(Jung YJ 2007; Kim YS 2004; Cho JW 2000; Choi 

NS 1994; Thompson SC & Bartin MA 1994)와 

인 소비 가치에 한 선행연구(Parasuraman 

A & Grewal D 2000; Zeithaml VA 1988; Monroe 

K & Krishnan R 1985)를 토 로 하여 친환경 농

산물 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비  혹은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친환경 소비 가치요

인  비 인 요소를 환경보 의 가치, 

인 요소를 경제  가치의 두 가치 측면의 개념

으로 나 었으며, 친환경 제품에 한 신뢰는 친

환경 제품에 한 과거 경험과 상호작용에 따라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Garbarino E & Johnson 

MS 1999)는 연구 결과와 친환경 제품에 한 직

간  은 친환경 제품에 한 연상, 생각, 추측 

등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에 한 신

뢰의 가장 요한 원천이 된다(Krishnan HS 1996)

는 연구 결과, 친환경 제품의 환경  가치는 신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Hur WM & Ahn 

JH 2009)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친환경 제품을 통

해 쌓여진 경제  소비 가치와 친환경  소비 가

치가 신뢰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한, Suh CS et al(2007)와 Yu I & 

Choe HL(2003)의 연구에서는 신뢰와 구매의도 

간에 계성에 하여 규명하 으며, 친환경 농

산물의 신뢰(Choi JS et al 2005; Yoon HJ & Han 

YS 2005; Kim MB 2000; Kim HC & Kim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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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2003; Han W & Lee J 1991; Warren V et al 1990)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태도를 정 으로 나타내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의 신뢰  구매 하여 큰 가치를 부여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친환경 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의향 분석 연구(Huh KO 2005; Lee JS 

et al 2002; Lee JS 2001)에서는 소비자들의 친환

경 농산물 구매에 한 정 인 분석결과를 도

출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친환경 소비 가

치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향을 미친다는 실

증분석 결과에 기 하여 이를 친환경 농산물 신

뢰와 구매에 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

<Figure 1>과 가설을 설정하 다. 이때, 여러 가

지 친환경 소비 가치 요인의 주요변수들을 체계

으로 정리하여 이러한 친환경 소비 가치 요인

들을 악하고, 그 요인들  어떠한 요인이 친환

경 농산물의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향을 나타나

는지를 규명하여 기존의 경 략의 변화를 유도

하고 새로운 경  략을 강구하고자 하 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한 구체 인 가설 내

용은 다음과 같다.

H1: 친환경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환경 보존의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

물의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경제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친환경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다.

  H2-1: 환경 보존의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

물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다.

  H2-2: 경제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다.

H3: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설계 

1) 설문의 구성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취합한 연구의 변수들을 상으로 친환경 소비 

가치에 련된 항목,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구매

의도에 공통성이 큰 항목들을 추출하여 수정 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하 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친환경 소비가치는 환경  보존의 

가치요인과 경제  가치 요인으로서 선행연구

(Jung YJ 2007; Kim YS 2004; Cho JW 2000; 

Parasuraman A & Grewal D 2000)를 고찰하여 자

연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인식에 한 친환경 소

비가치에 한 연구와 경제  가치 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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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약의식을 가진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하

더라도 경제 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 야 한

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규제해야한

다’, ‘ 재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한

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자연 보

호의 요성을 알고 있다’, ‘경제 인 보상에 

한 참여를 할 것이다’, ‘재활용을 하여도 실질

인 보상이 필요하다’, ‘친환경 제품의 가격 조정

이 필요하다’, ‘ 약이 된다면 재활용을 한다’, 

‘남에게도 재활용을 극 권장 한다’등 10개 항목

을 선정하여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한 문항은 선

행연구(Choi JS et al 2005; Suh CS et al 2007)를 

고찰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신뢰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정보를 신뢰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

배 이력을 신뢰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방

법을 신뢰한다’, ‘친환경 농산물이 나의 건강에 

좋은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등의 

5문항을 추출,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한 

문항은 선행연구(Yoon HJ & Han YS 2005; Huh 

KO 2005)를 참고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 ‘농산물 매장(백화 , 

형마트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의사가 

있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의사가 있다’, ‘주변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극 추천할 의사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후 만족한다면 계속 친환

경농산물을 구매 할 것이다’의 5문항을 도출하여 

설문을 재구성하여서 조작  정의를 내렸으며,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셋째,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 식행

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구

입 이유’,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횟수’, ‘친환경 

농산물의 섭취 계 ’,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경

로’, ‘농산물 구매시 재배 방법의 고려’ 등 5개 항

목으로 구성하 다. 넷째,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성별’, ‘연령’, ‘학력’, ‘직

업’, ‘월가계 수입’, ‘월평균 식생활비’, ‘월평균 식

생활비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율’ 등 총 7문항

으로 구성하 다.

2)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을 해 모집단은 국 백

화   친환경 식자재 유통 포를 방문하는 소

비자들  면 원을 통해 해당하는 백화   친

환경 식자재 유통 포를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선조사한 후 반드시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한 고객

만을 상으로 하 다. 

연구수행을 한 1차 자료(primary data)의 수

집은 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 어 실시하 다. 

먼  비조사는 연구수행  필요에 따라 시행

하 으며, 표 화된 면 (standardized interview)

을 국 백화   형 마트 안의 친환경 농산문 

유통 포를 방문한 고객들을 상으로 수행하

다. 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인과 결과를 바탕

으로 설문지를 재조정하 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

일에 걸쳐 2개월 간 실시하 고, 총 3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조사 상자가 직  기입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330부로 회

수율은 94.3% 으며, 이  불성실하거나 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321부(91.7%)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

하 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PASW Statistics 18.0 통

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사용

된 통계기법으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방문행동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 으며, 련된 변수  요인들의 신뢰도 검

정과 각 변수간의 상 계수의 산출에 근거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타당성 검정을 실시

하 고, 친환경 소비가치와 친한경 농산물의 신

뢰, 구매의도간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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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 %) Variable Group N ( %)

Gender
Male 125 38.9

Monthly domestic 

economy income

<2,000,000 77 24.0

Female 196 61.1 2,000,000-2,999,999 75 23.4

Age(year)

≦29 46 14.3 3,000,000-3,999,999 88 27.4

30-39 244 76.0 4,000,000-4,999,999 35 10.9

40-49 26 8.1
≧5,000,000 46 14.3

≧50 5 1.5

Education

≦High school 9 2.8

Average monthly 

food cost

<100,000 27 8.4

110,000-200,000 57 17.8
University 272 84.7 210,000-300,000 86 26.8

310,000-400,000 63 19.6
≧Graduate school 40 12.5

>400,000 88 27.4

Job

Specialized job 73 22.7
Purchase rates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10% 130 40.5

11%-20% 81 25.2
Self-employed 20 6.3 21%-30% 54 16.8

31%-40% 28 8.7
Office job 117 36.4

41%-50% 21 6.5

>50% 7 2.2Student 111 34.6

Total 321 (100.0) Total 321 (100.0)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단순회귀

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Ⅳ. 결과 분석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125명(38.9%), 여자가 196명(61.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층으로는 30 가 가장 많

은 244명(76.0%)이었고, 그 다음으로 29세 이하

가 46명(14.3%), 40~49세가 26명(8.1%), 50세 이

상 5명(1.5%)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재

학  졸업이 272명(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직/회사원이 117명(36.4%), 학생이 

111명(34.6%), 문직 73명(22.7%), 자 업 20명

(6.3%)의 차례로 나타났으며, 월가계수입은 300

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88명(27.4%)으로 가

장 많았으며, 월평균 식생활비는 40만원 과가 

88명(27.4%)으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식생활비 

 유기농 농산물 구입 비율은 10%미만이 130명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조사 상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련 

식행동 특성

조사 상자의 친환경 농산물 식행동 특성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계 을 묻는 질문에는 “계 에 무

”이 171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여름” 107명(33.3%), “가을” 22명(6.9%), 

“겨울” 18명(5.6%), “ ” 3명(0.9%)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117명

(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4~5회” 

101명(31.5%), “일주일에 2~3회” 74명(23.1%), 

“거의 먹지 않는다” 15명(4.7%), “매일” 14명

(4.4%)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입경로를 묻는 질문

에는 “ 형마트” 193명(60.1%)으로 가장 많았으

며, “일반시장” 86명(26.8%), “인터넷 사이트” 21

명(6.5%), “소매 ” 21명(6.5%)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농산물을 구매할시 재배방법을 고려하

는지에 한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67명

(52.0%), “친환경( 농약 포함) 구매” 154명

(4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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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food behavior of the subjects

Variable N(%) Variable N(%)

Purchase season

Spring 3(0.9)

Purchase channel

Internet site 21(6.5)

Summer 107(33.3)
Market 86(26.8)

Fall 22(6.9)

Winter 18(5.6) Supermarket 193(60.1)

without reference to 
weather

171(53.3) Retail store 21(6.5)

Intake frequency

Everyday 14(4.4)

Cultivation
method

Environment-friendly
(Including low agricultural 

chemicals)
154(48.0)

4~5times in a week 101(31.5)

2~3times in a week 74(23.1)

once a week 117(36.4)

hardly eat. 15(4.7) Not considered 167(52.0)

Total 321(100.0) Total 321(100.0)

<Table 3>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Item
Factor
loading

Eigenv
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alpha

Conservation 
value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should be 
harmonized with nature 

.815

4.172 41.716 0.830

The companies that caus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should be regulated

.814

Currently, a bill should be prepared to preserve the 
environment 

.801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752

Importance of nature conservation .558

Economic 
value

Participation in economic reward .787

1.609 16.091 0.782

Practical reward is required in the case of recycling .750

Price adjust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45

I recycle if it affects saving .647

I strongly recommend recycling to others .612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29
bartlett 검정

1233.046 유의도 0.000
(Chi-Square)

3.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

하기 해서 이론변수의 다측정항목 간의 내 일

성을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분석하

고,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개념들의 측정

타당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들의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기 해 구성단 별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

한 후 요인 재량을 단순화시키기 해 직각회

방식(orthogonal rotation) 에서 베리맥스 회

(Varimax rotation) 방식을 용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 으며 이 때 평가기 으로서 요인 재값 

0.4 이상을 설정하 다.

분석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

경 소비가치는 2가지(환경 보  가치, 경제  

가치)의 높은 상 계를 가져 비슷한 특성을 나

타내는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체 변량의 

57.807%를 설명하 다. 요인분석 결과, 제 1요인

은 친환경 소비가치는 자연과 조화를 이 야 한

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규제해야한다, 

재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심각성, 자연 보호의 요성, 5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요인명 ‘환경 보  가치’

로 명명하 으며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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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Cronbach

alpha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s for trust in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45

3.086 61.730 .842

I trust in the information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20

I trust in the cultivation histor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91

I trust in the cultivation method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71

I trust that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ll have a good influence on my 
health

.694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48
bartlett 검정

616.710 유의도 0.000
(Chi-Square)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s for purchase intention, I have intention of 
keeping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68

3.540 70.804 .897

I have intention of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t 
agricultural stores(department stores, large 
supermarkets, etc.)

.853

I have intention of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near future

.850

I have intention that I would highly 
recommend if people around me want to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39

I will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f I'm satisfied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96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53
bartlett 검정

956.613 유의도 0.000
(Chi-Square)

Alpha) 0.830로 비교  높게 나왔다. 제 2요인은 

경제 인 보상에 한 참여, 재활용을 하여도 실

질 인 보상이 필요, 친환경 제품의 가격 조정, 

약이 된다면 재활용을 한다. 남에게도 재활용을 

극 권장 한다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를 요인명 ‘경제 가치’로 명명하 으며 신뢰도 계

수는 0.782로 나타났다. <Table 3>.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한 신뢰성분석은 측

정변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Alpha) 0.842으로 나왔으며 구매 의

도의 신뢰성 분석 결과는 측정변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Alpha) 

0.897로 비교  높게 나왔다<Table 4>.

4. 가설의 검증

1)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에 미치는 향(가설 H1 검증)

<Table 5>는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

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서 F

값은 59.391, F유의도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67로 26.7%의 설명

력을 보 다. 따라서 이 회귀성은 통계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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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value on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Trust in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 constant)
Conservation value

Economic value

.884

.152

.473

.200

.051

.059
.159
.431

4.430
2.963
8.054

.000***
.003**
.000***

R²= .272, Adjusted R²= .267        F = 59.391      Sig F = .000
**

P<0.01, 
***

P<0.001

<Table 6> Influence of environmental-friendly consumption value on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 constant)
Conservation value

Economic value

.685

.182

.665

.172

.044

.051
.184
.592

3.975
4.087
13.131

.000***

.000***

.000***

R²= .483,   Adjusted R²= .479     F = 148.253    Sig F = .000
***

P<0.001

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독립변수의 유

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친환

경 농산물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경보

존 가치, 경제  가치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β

계수 값이 0.431로 크게 나타난 경제  가치가 가

장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음이 환경보존 가

치(0.159)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가치가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의 신

뢰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소비

가치는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가설 H2 검증)

<Table 6>는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수 에

서 F값은 148.253, F유의도 .000으로 이 회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479

로 47.9%의 설명력을 보 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로는 환경보존 가치, 경제  가치 

모두 나타났으며, 이  β계수 값이 .592로 크게 

나타난 구매의도가 가장 향력이 큰 항목이고, 

그 다음이 환경보존 가치(0.184)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가치가 높을

수록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소비가치는 친환경 농

산물의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역시 채택되었다.

3)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가설 H3 검증)

<Table 7>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

으로 회귀식의 선형성 여부에 있어 95%의 신뢰

수 에서 F값은 93.966, F유의도 .000으로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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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luence of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n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Dependent 
variable 

Factor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B Standard error

Purchase 
intention for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 constant)
Trust i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053
.488

.154

.050 .477
13.299
9.694

.000***

.000***

R²= .228  Adjusted R²= .225        F = 93.966      Sig F = .000
*

P<0.05, 
***

P<0.001 

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

은 .225으로 22.5%의 설명력을 보 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단하기 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높을수록 소

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에 정(+)의 향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에 한 신뢰, 친환경 농산물에 한 구매의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는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에 소비자들

의 친환경 가치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소비

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

안을 모색하고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

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환경

보존 가치, 경제  가치모두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제  가치가 가장 향력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Hong BS et al(2010), Choi EJ & 

Kim YS (2007), Hur WM & Ahn JH(2009)의 연

구와 부분 으로 유사한 결과 으며, 따라서 친

환경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해 소비자들의 

경제 인 가치 즉,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 을 

때에 따른 경제 인 가치에 한 내용 홍보와 소

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수록 환경 보존

인 소비자들의 가치 높여 다고 강조하는 생

산자들의 마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

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환경보존 가치, 경제  가치모두가 친환경 농산

물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가치가 가장 향력이 큰 항목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타 인 가치 을 지닌 소

비자들이 친환경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한다고 하

던 Kim YS(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

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을

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한 인지도가 높으면 만

족도가 높아지며 구매의사도 같이 높아진다고 하

던 Lee JE(2011)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를 높이

기 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

의 경제 인 가치 그리고 환경 보존  가치를 높

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친환

경 농산물의 신뢰가 높게 나타날수록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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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진 방안을 생

산자에 한 신뢰도 확립이라 하 던 Ryu JH & 

Rho JO(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에 한 지식과 신뢰

가 좋을수록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 인 태도 형성을 한 친환경 농산물에 신뢰

를 심어  수 있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생산 과정

의 공개  투명화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

다. 따라서 생산자, 국가, 학계에서도 친환경 농산

물의 인증 등의 내용을 극 으로 홍보하고 교육

내용에도 포함한다면 향후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유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해 소비

자들의 경제 인 소비자들과 환경 보존 인 소비

자들의 가치 높여 다고 강조하는 생산자들의 

마 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둘째, 친환경 농

산물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해 소비자들의 경제

인 가치 그리고 환경 보존  가치를 친환경 농

산물을 구매하면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는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

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정 인 태도 형성을 

한 생산자, 국가, 학계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등의 내용을 극 으로 홍보하고 교육내용

에도 포함한다면 향후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

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를 이을 수 있는 유통 방안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 을 가

지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향후 연구에 한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는 형 매장  친환경 농산물 방문고객만을 

상으로 하여 소 도시의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

산물의 소비행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는데 향후 소 도시의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가치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행태와 어떠한 성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친환경 농산물만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체 인 친환경 제

품들을 표한다고 할 수 없어 향후 가공 식품  

축산물 등에 해서도 소비자의 소비심리와 소비

행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가치가 친환경

농산물에 한 신뢰, 친환경 농산물에 한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하

여 알아보고자 시행하 으며, 이는 정부, 기업, 소

비자단체 등에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

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

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을 해 국 백화   친환경 식자재 

유통 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  해당하는 백화

  친환경 식자재 유통 포를 이용 경험이 있

는지를 선조사한 후 반드시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한 고객만을 상으로 하 다. 조사기간은 2012

년 8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에 걸쳐 2개월 

간 실시하 고,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1부(91.7%)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연

구의 결과는 첫째,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환경 농

산물의 신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 환경보존 가치, 경제  가치모두가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제  가치가 가장 향력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 소비가치가 친

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환경보존 가치, 경제  가치모두

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가치가 가장 

향력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환경 농산

물의 신뢰가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가 높

게 나타날수록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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