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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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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215 women living in Busan to analyze the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health interests, environmental interes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it'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ing intent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all purchase 
factor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ad significant causality on consumer attitudes. Signifi-
cant causality of consumer attitudes on purchase intention was also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number of purchases was analyzed to only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 attitudes on purchase intention and 
consumer attitudes according to number of purchases were analyzed to vary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pur-
chas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means that consumers who are aware of environment-friendly agri-
cultural products, interested in health, and interested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exhibit positive attitudes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higher purchase intentions. Therefore, if government 
and local organizations strengthe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re may be 
an acceler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llowed by an increase in 
the income of farmers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armers who cultivate environment-friendly agri-
cultural products. This may ultimately aid in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and enhanc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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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대중매체의 발달
로 식품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

자들의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트랜드(trend) 변화
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Lim HJ 등 2013). 2000년대이후육체적, 정
신적 건강과 행복, 복지를 의미하는 웰빙(well- 
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
화적인 ‘친환경’ 제품에대한관심도증가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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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트랜드의변화에원인인것으로분석되고

있다(Kim MS 등 2013). 이와같은사회적현상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

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

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은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농법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중요하다고할

수 있다(Kang LJ 2008).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들의관심과수요는값이비싸더라도안전하

고 깨끗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는 농산물
구매행동에영향을미쳐유기농산물및친환경농

산물과같은품질인증농산물의구매가이전에비

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Janssen ＆ Ha-
mm 201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은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친환
경의식이증가될수록친환경상품소비가차지하

는비율은높게나타난다고선행연구들은제시하

고 있다(Baldassare ＆ Katz 1992). 친환경농산물
에대한선행연구에서, Lim HJ 등(2013)은유기농
산물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75%가건강에좋을것같다고응답함으로써소비
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산

물을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MS 등
(2013)은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의구매의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선택기준이 소

비자의 태도와 신뢰가 구매의도와의 영향관계를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검정하였다. Yoo 
KJㆍYoon HH(2014)는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대상으로그들이추구하는가치와친

환경식품에대한태도및행동의도와의인과관계

를검정하고, 윤리적소비의식의조절효과를검정
하여 윤리적소비의식이 높은 친환경식품 소비자

일수록친환경식품의태도간인과관계가높다고

하였다. Park MS 등(2014)은 건강관심도와 환경

관심도가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건강관심도 집단보다 환경관심도 집단이 품질인

증농산물에대하여더긍정적이라고하였다. 친환
경농산물의구매요인과재구매의도(Gwon EH 등
2014; Lim HJ 등 2013), 친환경농산물의구매행위
(Lee SY 등 2011), 소비자의환경의식과친환경농
산물인지도(Lee JE 2011)등의 연구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건강관심도, 환경관심도가 친환경농산
물에대한소비자들의태도와구매의도와의인과

관계를규명하고자한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정
부 및 지역단체, 농민들이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
비자들의 구매요인과태도, 구매의도를 친환경농
산물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배경

1. 친환경농산물의 개념

친환경농산물(Environment-friendly Agricultu-
ral Products)은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
법’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을보호하고, 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을공
급하기 위해 농약및 화학비료 등을사용하지않

거나, 최소량만을사용하여생산한농산물을뜻한
다(Kim AJ 등 2009). 친환경농업의 기본정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
화, 지역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한 생태계 순환
과정을활용하여고도의농업기술에기반을두고

있다. 국내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12년 3
조 809억원으로 전체농산물시장의 9%를 차지하
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농산물의 20%(7조 5
천억) 규모로 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이낸셜
뉴스 2013. 06. 05.). 하지만친환경농산물에대한
양적증대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유통 상의 많은
문제들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수요확산을 제한

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친환
경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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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확대를위한 지
원제도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Kim KD 등 2008).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의 역사는 1993년 12월 유
기,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
하였으며, 1996년 3월저농약재배 농산물에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이중 저 농약 농산물은
2010년 이후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의
인증은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1). 소비자
들이친환경농산물을구매하는이유로는건강, 안
전, 품질, 환경보호와사회적책임을바탕으로 편
리성과 같은 개인적 욕구가 더해진 것이다. 

2. 친환경농산물 구매결정요인

1) 인지도

Keller(1993)에 의하면 브랜드 인지도(Brand 
name awareness)란고객이브랜드를알아보고, 상
기(recall)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인지도란 사람이나 물건을 식별해 내는

정도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다

양한 브랜드 중에서 특정 브랜드를 구분해내는

능력을의미하고있다(Choi HR 2009). 브랜드 인
지도가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형성하여 구매결정

으로이어지는것과같이친환경농산물에서는품

질인증농산물의 인지도가 시장내에서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향상시키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Kim SO 등 2008).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에 있어 인증마크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

는강력한도구로인증마크는소비자의인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품선호와 지불의사를 나타

낼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가가지
는 의미는 제품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매개

체로서친환경농산물의성패를결정짓는아주중

요한역할을하고있다(Kim SH 등 201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마크는 친환경농산물을 나타내는

도형으로 글자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오랜 기간
기억된다고 한다(Cha YR 2005). Lee JE(2011)은
소비자의환경의식이친환경농산물인지도및구

매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연구에서 환경의식

이 친환경농산물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환경의식은친환경농산물인지
도를통해간접적으로친환경농산물만족도에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2) 건강관심도

건강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
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1946 
WHO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것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안녕한상태이다”라며신체적건강분
만아니라, 인간이누려야할정신적, 사회적건강
에대하여지적한바있다(Lee SY 2011). 건강관심
도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말하는데, 
건강관심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뿐만아니라, 삶의질과웰빙수준을자기스스로
유지 혹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Newsom et al 
2005). 현대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

을 습득하고 있으며, 건강관심에도 대한 이해의
폭이넓어지고있다. 이러한건강관심도의이해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를 위해

자연발효식품,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선택
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
아지면서건강관리를위해건강유지에영향을미

치는운동과영양섭취에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

(Park HY 2005). 건강관심도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특정대상(여대생, Shin KOㆍChung KH 2010: 
노인, Ha JYㆍChi EY 2013) 등의 연구가 있고, 
Park MS 등(2014)은 일반인들을 건강관심도 및
환경관심도에 따른 품질인증농산물의 소비자 인

식차이를 연구하였다. Yoo JAㆍJeong(2011)은건
강관심도에따른외식업체메뉴의영양표시인지

도에관한연구로직장인들의건강관심도를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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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Lee SY 등(2011)은 건강관심도와친환경
농산물 구매행위와의 관한 연구에서 건강관심도

는 친환경농산물 구매형태 및 구매만족도와 양

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Park MS 등
(2014)은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에 따른 품질
농산물의 소비자의 인식차이 조사에서 건강관심

도는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3) 환경관심도

환경문제는전세계적으로큰이슈로떠오르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환경전
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의
이익을중시하는성향을가지면서무차별한개발

에 따라 환경문제가발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산업사회와경제성장을이룬결과, 환경문
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으로
쾌적한환경을포함한 생활의 질향상에 더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Yang JH 1992). 환경문제
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
후환경관심도(Environmental Concern)는 많은학
자들에의해연구되기시작하였다. 환경문제는기
술 중심적 사고와 환경에대한 이해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환경중심적 가치관으로 전

환되어야한다. 최근에는건강하고지속가능한환
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oyne, Levy ＆ Martinez 2011). 환경관심도
는 오염, 인구, 자원의 개발 등과 같은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로 정의된다(Liere ＆
Dunlap 1981). 환경관심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들에서 환경관심도가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

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이 밝혀졌다(Honkanen 등 2006). Park 
HY(2005)는 건강관심도와 환경관심도가 유기농
산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환경관심

도가유기농산물의비중에강하게영향을미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환경관심도가높을수
록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중은 높음을 알 수

있다. Hwang CJㆍLee SY (2010)는 친환경농산물
의 구매실태와 영향요인 분석에서 환경관심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재구매의사에 유의한 영향관계

가있음을확인하였다. Lim HJ 등(2013)은환경관
심도가친환경농산물에대한신뢰및재구매의도

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3. 소비자태도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비호의적, 긍정적, 부정적으로반응을나타내려는
학습된 선호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Ajzen ＆
Fishbein 1980). 또한, 태도는 어떤 사람이특정사
물에 대하여 이미가지고 있는 감정을 뜻하는것

으로 행동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
떤행동을하려는지를예측할수있는유용한지

침이 될 수 있다(Kim MS 등 2013). 소비자 태도
는사회심리학이나마케팅영역에서태도라는개

념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금까지 소비자 행동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연

구 개념으로서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된 변수로 받아들여지고는 있다(이학식
등 2007). 그리고소비자태도는제품이나브랜드
에 대한소비자의평가를 요약한 핵심일 뿐 아니

라, 소비자의 행동 또는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요인이태도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은 친환

경농산물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형성한다고예

상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지식이 친환경농산물 구
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지식이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

의 구매가 촉진된다고 하였다(Kim SS 2007).

4. 구매의도

의도(intention)란소비자들이장래에어떻게행
동할것인가에대한주관적인판단으로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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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
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Ajzen(1991)은 소비자
의 구매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 될 주관적

확률을 말하며,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의작용이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소비자행동
은 구매의도를 포함하는 구매의사결정으로 개인

이나 조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

스를얻는과정에서나타나는육체적이고정신적

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Choi JY 2002). 한편, 
Solveig(1986)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내적 변수와 환경변수로 구분하여

내적변수는 인구통계적 특성, 소비자 자원, 기본
적가치관을설정하였다. 그리고환경변수로는기
술적,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변수로설정하여연
구한 결과, 내적변수의 변화는 소비자의 태도

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 행동은
마케팅 경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농산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확산으로 일반농산물과 대체성이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고품질을 기대하고, 가격
이 비싸기 때문에 인정기관의 신뢰도가 구매행

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Park YS 
2016).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의 선택요인이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환경농산

물 구매횟수의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Jung 
HS 등(2016), Heo WSㆍLee JH(2016), Choi WS 
등(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
형을 도출하였다. 

2. 연구가설

1) 친환경농산물 구매요인과 소비자태도

소비자들이 구매의사결정은 구매자가 제품이

나서비스를구입할때대체로다음과같이 ① 문

제인식→② 정보탐색→③ 대안평가→④ 구매

결정→⑤ 구매후행동으로 5단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won EH 등 2015). Lim HJ 
등(2013)은 친환경농산물의구매요인을친환경농
산물인지도, 건강관심도, 환경관심도가신뢰정도
와재구매의사와의영향관계를검정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의태도와관련하여 AjzenㆍFishbein(1980)
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학습적 선유경향

(predisposi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허은정ㆍ김지
웅(2010)은 친환경농산물 구매지출에 대한 소비
자지식과 소비자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농

산물에대한소비자지식이높을수록, 소비자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 Lim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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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 Lee SY 등(2011))의연구를토대로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친환경농산물 구매요인은 소비자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친환경농산물의 인지도는 소비자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친환경농산물의 건강관심도는 소비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친환경농산물의 환경관심도는 소비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

소비자 행동에 우선하는 태도(attitude-before- 
behavior)이론은 행동이 인지나 태도 등에 관한
소비자의정신적인구조를반영하기때문에, 소비
자행동이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Engel 등 1995). Yoo KJㆍYoon HH(2014)는친환
경식품소비자의친환경식품에대한태도는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im 
SS(2007)는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은 친환
경농산물구매행동에부분적인영향을미치고있

으며,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유형별로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변수들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다고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위와같은선행
연구들을토대로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설정하

였다.

H2 : 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태도는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구매횟수의 조절효과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는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와의 관계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

는변수를말한다(Baron ＆ Kenny 1986). 즉,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조절변수의 수준(le-
vel)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러한이유에서 독립변
수가 조절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미친다고말한다. 친환경농산물에대한연

구에서 Yoo KJㆍYoon HH(2014)는 친환경식품
구매고객의가치와태도및행동의도와의인과관

계연구에서윤리적소비의식에따른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Lim HJ 등(2013)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이 재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

를 통한 간접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이 소지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구매횟수(일주일에 한번 이상 구매와 한
번 이하 구매)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조절효과
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H3 :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은 소비자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H3-1: 친환경농산물의 인지도는 소비자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3-2: 친환경농산물의 건강관심도는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3-3: 친환경농산물의 환경관심도는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4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

Gwon EH(2014)는친환경농산물의구매요인을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품질, 신뢰, 건강관심도의
요인으로 정의하였고, Kim MS 등(2013)은 친환
경농산물의 선택기준을건강성, 편의성, 품질, 친
숙성을선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의구매요인을인지도, 건강관심도, 환경관심도로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4호(2016)210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인지도

인지도는소비자의마음속에존재하는특정브

랜드를상기하거나, 인식하는정도를말하는것으
로 브랜드 인지도 차원에서 잠재구매가 특정 브

랜드를 재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

로정의할수있다(Jeong BG 2009). Lee JE(2011)
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를 생산특성, 유통속
성, 소비특성요인으로분류하여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인지도가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Jeong BG(2009), Lee J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
였다.

(2) 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는자신의건강에대한관심정도를

말하는데, 건강관심도가 높은소비자들은자신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웰빙 수준을 자
기 스스로 유지 혹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New-
som et al 2005). Park MS 등(2014)에서사용된건
강관심도에사용된문항을수정보완하여연구를

수행하였다.

(3) 환경관심도

환경관심도는오염, 인구, 자원의개발등과같
은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로 정의

된다(Liere ＆ Dunlap 1981). 환경관심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환경관심도가 유기농산물

및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태도에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Honkanen 등
2006). Lim HJ 등(23013)은 환경관심도가 친환경
농산물에대한신뢰도및재구매의도를높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k HY(2005)에서 사용
된환경관심도문항을일부수정하여 5문항을리
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2) 소비자태도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비호의적, 긍정적, 부정적으로반응을나타내려는
학습된 선호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Ajzen ＆
Fishbein 1980). 또한, 태도는 어떤 사람이특정사
물에 대하여 이미가지고 있는 감정을 뜻하는것

으로 행동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
떤행동을하려는지를예측할수있는유용한지

침이 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소비자의지식정도로정의할수있으며, 이
는친환경농산물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형성한

다고할수있다(Kim MS 등 2013). 따라서본연
구는 Yoo KJㆍYoon HH(2014), Hur EJㆍKim JW 
(2010)의연구를참고하여총 5문항을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구매의도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신념과 태도

가행동화되는행위를말하며, 이는소비자가구
매행동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수있겠다(Jin YH 등 2016). Ajzen 
(1991)은소비자의 구매의도는신념과 태도가 행
동화될주관적확률을말하며, 행위에대한태도
와 주관적 규범의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
비자가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목적으로제품이

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하는 등 일련
의 과정들이 소비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 및

사회적 관계를 구매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학식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를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의구매하려는의사에관한개념이라고정의하였

다. 선행연구 Kim SH 등(2012), Lim HJ 등(2013)
의 연구를 참조하여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4. 조사방법

1) 표본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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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산

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
터 15일까지 60부를배포하여예비조사를시행하
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설문지를 보완․수
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설문지를나누어배포하
고, 설문내용을자기기재방식으로설문에응답하
도록하였다. 설문지는 260부를배포하였고, 그중
25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35부를 제외
한 215부를최종적으로 분석에사용하였다. 수집
된자료는 SPSS(V 21.0)와 AMOS(V 18.0) 프로그
램을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학적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빈도분석을하였고, 
측정항목별탐색적요인, 신뢰도분석및확인적
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타당성을규명하기위
해 개념 신뢰도(CR)와 표준분산추출(AVE)값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전체모형의 접합도 및 유기적인 인과 관계를 검

정하였다. 또한, 구매횟수의조절효과를검정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nested 관계에 있는 대안모형
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모형사이의 자유도를
고려한 chi-square를 비교하여구매횟수의 조절효
과성을 검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특성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표본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결혼 유무는 결혼 154명(71.7 
%)으로분석되었고, 나이는 41～50세가 65명(30.2 
%)를나타났다. 교육은대학교졸업이 112명(52.1 
%)이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93명(43.3%)을 나타
내었다. 동거형태는 부모+자녀가 143명(66.5)으
로조사대상자들의대부분은차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월평균소득은 201～300만원이 54명(25.1 

%)이고, 친환경농산물의구입품목은채소류가 119 
명(55.3%)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입횟수는 일주
일에 1회 이상이 127명(59.1%)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경

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높은 분

포를나타낸것으로사료된다. 그리고 1회평균구
입비용은 10,001～20,000원이 60명(27.9%)으로가
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
nent analysis)을 통하여 직각 회전인 베리맥스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고, 고유치의 값이 1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공통요인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의것을사용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총 22개의 문항에서 설명력이 떨어지
는 2문항을 제거하고, 20개의문항을최종문항으
로 채택하였다. 요인명은 인지도, 건강관심도, 환
경관심도, 소비자태도, 구매의도로 각각의 요인
명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850 
～.935으로 분석되었기에 신뢰성은 수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값은 3.428～2.740
을 나타내었고, 표본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KMO 
(Kaiser-Meyer-Oikin)값은 .915로 나타났었다. 총
분산설명력은 76.826%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
의상관이 0인지를검정하는 Bartlett의구형성검
정통계 값이 3,038.597(p=.000)로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요인에 대한 탐색

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평균분산추출값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표준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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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215)

Characteristic N Percent(%)

Marital status
Non-married 56 26.0

Married 154 71.7
Etc 5 2.3

Age

≤30 43 20.0
31～40 58 27.0
41～50 65 30.2
51≤ 49 22.8

Education

≤ Middle school 46 21.4
High-school 41 19.1
University 112 52.1

Graduate school over 16 7.4

Occupation

Professional 33 15.3
Employee 36 16.7

Public official 17 7.9
Self employment 16 7.4

Student 13 6.0
Housewife 93 43.3

Others 7 3.3

Family living 
arrangement

One person household 14 6.5
Couple 37 17.2

Parents + children 143 66.5
Grandparents + parents + children 11 5.1

Others 10 4.7

Monthly standard income 
(housewife husband income)

≤100 8 3.7
101～200 35 16.3
201～300 54 25.1
301～400 48 22.3

401≤ 70 32.6

Eco-friendly agriculture 
purchasing item

Rice and grain 24 11.2
Vegetables 119 55.3

Fruits 39 18.1
Purchase all 14 6.5

Others 19 8.8

Number of purchase
More than once a week 127 59.1
Less than once a week 88 40.9

The average 
purchase price

≤10,000 35 16.3
10,001～20,000 60 27.9
20,001～30,000 53 24.7
30,001～40,000 35 16.3

40,001≤ 3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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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measurement
Factors 
loading

Eigen 
value

Vari-
ance%

Cron-
bach's α

Purchase 
intention

I intend to continuously purchas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
ducts.

.887 3.428 17.139 .935

I make an effort to purchasi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51

I talk to surrounding people about the good points of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28

I purchas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ven though the 
price is more expensive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816

Consumers 
attitud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delicious than ge-
neral agricultural products.

.788 3.171 15.853 .905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id i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777

Even though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expen-
sive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it is worth it.

.776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elps promote good health. .772

Interest in the 
environment

Not only thinking about myself, but prefer to the conscious life 
that think about the entire society.

.806 3.016 15.080 .875

I use eco friendly products as mush as possible. .805

I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805

I prefer eco friendly products. .754

Awareness

Knowing about notation of eco friendly agriculture. .831 3.011 15.053 .871

Knowing about the meanings and grown in some ways of eco 
friendly.

.797

I really understand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63

I purchase agricultural products after seeing attached eco frien-
dly displays or certificate of quality displays.

.713

Interests in 
health

I regularly have health check ups. .822 2.740 13.700 .850

I purchase healthy food. .797

I read publications or watch broadcasts related to health. .787

I am really interested in health. .642

KMO Kaiser-Meyer-Olkin .915

Bartlett Chi-square 3,038.597

Sig .000

Total variance 
(%)

76.826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ducation program, satisfaction, re-registration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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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 AVE

Awareness

Knowing about the meanings and grown in some ways of 
eco friendly.

.821 Fixed .629 .945

I purchase agricultural products after seeing attached eco 
friendly displays or certificate of quality displays.

.789 12.547

Knowing about notation of eco friendly agriculture. .798 12.726

I really understand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762 12.017

Interest in 
health

I read publications or watch broadcasts related to health. .718 Fixed .581 .935

I regularly have health check ups. .707 9.650

I am really interested inhealth. .874 11.554

I purchase healthy food. .737 10.048

Interest 
in the 

environment

I use eco friendly products as mush as possible. .817 Fixed .638 .946

Not only thinking about myself, but prefer to the conscious 
life that think about the entire society.

.768 12.093

I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831 13.305

I prefer eco friendly products. .776 12.249

Consumers 
attitude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delicious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750 Fixed .709 .964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helps promote good 
health.

.880 13.353

Even though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expensive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it is worth it. 

.889 13.503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id i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841 12.701

Purchase 
intention

I purchas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ven though the 
price is more expensive than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848 Fixed .787 .966

I intend to continuously purchas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915 18.161

I talk to surrounding people about the good points of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871 16.644

I make an effort to purchasie eco friendly agricultural pro-
ducts.

.912 18.076

χ2=284.718(df=160), p=.000, CMIN/DF=1.779, RMR=.020, GFI=.888, AGFI=.853, NFI=.910, CFI=.958, RMSEA=.06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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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nalysis of educational environment

Awareness
Interests 
in health

Interests in 
environment

Consumer 
attitude 

Purchase 
intention

Awareness 1

Interest in health  .478** 1

Interest in the 
environment

 .439**  .405** 1

Consumer attitude  .572**  .524** .470** 1

Purchase intention  .448**  .387** .496** .546** 1
** p<.01.

부하량을제곱한값들의평균값이고, 그것의크기
는 .5 이상이며, 합성요인신뢰도(CR: construct re-
liability)의값은표준화요인부하량과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의 값이 .7 이상이
면집중타당성이있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학식ㆍ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
추출값(AVE)은 .581～.787을 나타내었고, 합성신
뢰도(CR)값은 .935～.966값으로 집중타당성이 있
는것으로판명되었다. 확인적요인분석의연구모
형 접합도는 χ2=284.718(df=160), p=.000, CMIN/ 
DF=1.779, RMR=.020, GFI=.888, AGFI=.853, NFI 
=.910, CFI=.958, RMSEA=.060 등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적용하기위한제반조건은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정을위하여사용되는변수들간의전반

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결과는 <Table 4>와같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지도, 건강관심도, 환경관심도, 소비자태도, 구
매의도의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그리고 인지도와소비자
태도(r=.572, p<0.01),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r= 
.546, p<0.01), 건강관심도와 소비자태도 (r=.524, 
p<0.01) 환경관심도와 구매의도(r=.496, p<0.01), 
인지도와 건강관심도(r=.478, p<0.01), 환경관심

도와 소비자태도(r=.470, p<0.01), 인지도와 구매
의도(r=.448, p<0.01), 인지도와 환경관심도 (r= 
.439, p<0.01), 건강관심도와환경관심도(r=.405, p 
<0.01), 건강관심도와구매의도(r=.387, p<0.01) 순
으로 분석되었다. 

5. 가설검정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은 공변량분석을

통해변수들간의직접효과이외에도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과관계를 체계
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형에
내재된오차와측정모형과이론모형간의관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김계수 2010). 본연구는친환경농산물의구매
요인(인지도, 건강관심도, 환경관심도)들이 소비
자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제시

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연구모형의 접합도 지
수는χ2=303.272(df=163), p<0.001, CMIN/DF=1.861, 
GFI=0.881, NFI=0.904, CFI=0.953, RMSEA=0.063
를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접합도는 비
교적수용할만한것으로판단된다. 가설 1의검정
결과, 친환경농산물 구매요인은소비자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도
는 소비자태도(β=.322, t=4.057, p<.001), 건강관
심도는소비자태도(β=.378, t=4.75, p<.001),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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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rating effect 

가설
Low group High group Unconstrained model 

χ2(df=326)
Constrained model 
χ2(df=327)

△χ2 

(df=1)β t-value β t-value

H1-1 0.341 3.116** 0.316 2.963 527.624 527.684 0.060

H1-2 0.363 3.534*** 0.405 3.459 527.739 0.115

H1-3 0.204 2.136* 0.205 2.036 527.633 0.008

H2 0.688 7.804*** 0.470 4.285 527.624 532.315 4.691**

** p<0.001, CFI 0.921, NFI 0.843, CFI 0.904, IFI 0.933, RMSEA 0.054.

<Table 5> Structural equation results

가설 Estimate β t-value p-value Result

H1-1 Awareness →
Consumer 

attitude 
0.309 0.322 4.057 0.000*** Supported

H1-2 Interest in health → 0.388 0.378 4.751 0.000*** Supported

H1-3
Interest in the 
environment

→ 0.182 0.209 3.009 0.003** Supported

H2 Consumer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0.839 0.612 9.020 0.000*** Supported

** p<001, *** p<0.001.
χ2=303.272(df 163), p<0.001, CMIN/DF=1.861, GFI=0.881, NFI=0.904, CFI=0.953, RMSEA=0.063.

관심도는 소비자태도(β=.209, t=3.009, p<.01)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환견농산물의 구매
요인에서는 건강관심도가 소비자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소비자태
도는 구매의도(β=.612, t=9.020, p<.001)에서 유
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모두 채택되었다. 

6. 조절효과

친환경농산물의 선택요인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환경농산물 구매

횟수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형의접합도는 CFI 0.921, NFI 0.843, CFI 
0.904, IFI 0.933, RMSEA 0.054로 수용할만한 수
준인것으로판단된다. 구입횟수의조절효과를검
정하기 위하여 구입횟수를 일주일에 1회 이상이

127명과일주일에 1회이하구매집단으로구분하
여 χ2 차이검정을 실시 결과 자유모형의 χ2은

527.624(df=678)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

횟수는조절효과를나타내지는않았다. 하지만소
비자태도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구매횟

수는 △χ2(df=1), p<.001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는소비자의태도가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횟수에따라서구매의도의강도가차이가있

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증가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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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의생
산은생태계보호와자연환경을보존하여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자연환경의 지속적 유지에궁극

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구매요인이 소비자태

도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에서구매횟수의조

절효과를검정하는데연구의주목적을두고있다. 
먼저 구매요인과 소비자태도와의 인과관계를 구

조방정식모형분석을통해가설검정을하였다. 검
정결과, 인지도는 소비자태도(β=.322, t=4.057, 
p<.001), 건강관심도는 소비자태도(β=.378, t= 
4.75, p<.001), 환경관심도는 소비자태도(β=.209, 
t=3.009, p<.01)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
환경농산물의 구매요인에서는 건강관심도>인지
도>환경관심도순으로소비자태도에영향을미치
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소비자태도는
구매의도(β=.612, t=9.020, p<.001)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Hur EJㆍKim 
JW(2010)는 주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따
라서소비자태도와차이가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에대한소비자의태도가긍정적일수록친환경농

산물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Lee JE(2011)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높으며, 친환경농
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구매의사도 또한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친환경농

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많을수록친환경

농산물에대한태도와구매의도에긍정적인결과

를유발하고있음을알수있겠다. 따라서정부당
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할것으로사료된다. 우리국민들이친환경농산
물에대한소비확산은후대에지속가능한깨끗한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선택요인이소비자의 태
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환경농산물

구매횟수의조절효과를 검정한결과, 친환경농산

물의 구매요인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않았다. 하지
만 소비자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매횟수는 △χ2(df=1), p<.001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를나타내었다. 이러한결과는소비자의태도
가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친환경농

산물의구매횟수에따라서구매의도의강도가차

이가 있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조절효과

를 검정한 논문으로는 Yoo KJㆍYoon HH(2014)
는 친환경식품 구매고객의 가치와 태도 및 행동

의도와의 인과관계에서 윤리적 소비의식의 조절

효과를 검정한 결과,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소비의식수준에

따른조절효과가있다고하였다. Lim HJ 등(2016)
은친환경농산물의구매요인이재구매사이에미

치는영향에서자녀들의학교급식을통한간접경

험의조절효과를검정한결과, 자녀의학교급식을
통한친환경농산물에대해간접경험을한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하였다. 본연구에서소비자들의구매
횟수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소비
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

록구매횟수가구매의도의강도를강하게한다는

것을의미할수있겠다. 본연구에제시된내용들
은친환경농산물에대하여인지하고, 건강에관심
이 있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태도는긍정적이며, 구매의
도또한높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정부
및 지역단체에서도 국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는

촉진될것이고, 이에따라농민들의소득또한, 증
가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늘

어날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우리나라자연환경
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한계점으로는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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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부산지역만을 선택하였다는 점과 변수들

의다양척도들을도출하여보다정확한친환경농

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태도와구매의도를파악

하지 못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본연구에서제시하지못
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보다 가치있는 연구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글 초록

본연구는친환경농산물에대한여성들의구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215명
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매요인(인지도, 건강관
심도, 환경관심도), 소비자태도, 구매의도와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고, 구매횟수에 따른 구매요인과
소비자태도, 그리고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와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구매요인은 모두 소비자태도에 유의한

인과관계를확인하였다. 그리고소비자태도또한, 
구매의도에유의한인과관계를확인할수있었다. 
구매횟수의 조절효과는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

에미치는영향에서만유의하게분석되어구매횟

수에따른소비자태도는구매의도에강도를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내용
들은친환경농산물에대하여인지하고, 건강에관
심이있고, 환경보호에관심을가지는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구매의
도또한높다는것을의미하고있다. 따라서정부
및 지역단체에서도 국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는

촉진될것이고, 이에따라농민들의소득또한, 증
가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늘

어날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우리나라자연환경
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친환경농산물, 구매요인, 소비자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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