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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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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mpirical survey on consumer percep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in relation 
to local food and eco-friendly food.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266 consumers who have heard about or purchased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centering on Seoul and Gyeonggi–do,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Version 
23.0) to generate descriptive statistical values such as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implement a Chi-square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purchased local food in large shopping malls, supermarkets, and local food stores, whereas eco-friendly 
food were usually bought in large shopping malls, supermarkets, and eco-friendly food specialty stores. For local food, consumers 
bought fruits the most, followed by vegetables, whereas for eco-friendly food, consumers purchased vegetables the most, followed 
by fruits. The top reason for purchasing local food was its “fresh and high quality,” whereas the top reason for buying eco-friendly 
food was “safety from pesticides and additive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women, unmarried people and 
younger people turned out to have more experiences in purchasing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compared to men, married 
people and older people, respectively. Although local and eco-friendly food wer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onsumers were not able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onsumer education, therefore, should 
involve defining the two types of food and spreading awareness on local and organic food to help them made the right choices 
when buy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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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이 가져

다준인간수명의연장은건강하게오래살고자하는웰빙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더

욱 강화시키고 있다(Lim et al., 2013). 환경오염 및 먹거리
사고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Whang, 2009; Park & Kim, 2010). 로컬푸드
는푸드마일리지가짧은지역에서생산되는제철식품을말

하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와 로컬푸드 운동(Local 

food movement)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KB 금융지주 연
구소, 2012). 유럽의 로컬푸드는 1992년 유럽(EU)의 지리적
표시및관련제도개설구축을통해농산물과가공품의품

질 보호 및 촉진을 목표로 생산지역과 지방을 명시하였다

(Banks & Bristow, 1999). 미국의 로컬푸드는 지역적 개념보
다는 ‘공동체(Community)’ 개념이 강하다(Hong et al., 2009). 
친환경농수산물은 2016년부터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저농
약 농수산물은 인증을 못 받게 되어 무농약 농수산물과 유

기농수산물을 포함한 2종류로 분류되었다(Environment Fri- 
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System, 2016). 국내에
서도 2000년대부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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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이 도입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학계에서도 인문사회, 
지리학, 행정학, 식품학, 식품유통, 관광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ong et al., 2009). 로컬푸드와 친환
경식품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와 친환경식
품에 대해 유기농식품 등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고, 각국
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 로컬푸드의 개념과 물리적 거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Jung, 2011).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로컬푸드와 친환
경식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의 개념이 혼재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로컬
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폭넓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연
구 중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행태 조사와 친환경식품에 대

한 소비행태 조사는 있었지만,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소비
자들의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인

식과 소비행태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정확한인식과소비행동을위한학문적, 
마케팅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로컬푸드

로컬푸드(local food)란 푸드마일리지가 짧은 지역에서 생
산된 제철 식품으로 로컬푸드의 개념은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물리적 기준에 따라 다르다(Jung & 
Jung, 2012; Won, 2014).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로컬푸드를
‘거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Halweil, 2006; Lee et al., 
2013; Kim, 2014), 영국의경우도 로컬푸드범위를 지정하여
‘거리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넓은 국토
때문에 ‘거리적 개념’보다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Commu- 
nity)적개념’으로구분하는경향이강하다(Hong et al., 2009). 
Lee(2012)는로컬푸드를 ‘농업방식’으로정의내렸고, Song과 
Baek(2014)은 로컬푸드를 ‘지역적 개념’에서 정의하고 있으
며, Kim(2010)과 Lee(2012)는로컬푸드를 ‘관계의개념’으로 
확장시켰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로컬푸드

에대한정의및개념에대한인식이 ‘거리적개념’, ‘지역적
개념’, ‘공동체적개념’, ‘농업방식’, ‘관계적개념’ 등으로정
의되고 있어, 나라마다, 학자마다의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양
한 정의를 갖고 있는 로컬 푸드의 개념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친환경식품

친환경 식품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친
환경 식품이란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축산물

과 친환경농축산물을가공하여식품으로제조판매하는유
기가공식품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재배한친환경농축산물을 95% 이상함유한식품
이라설명하고있다(Lee, 2005; Park & You, 2007; Chen, 2007; 
Kim, 2011; Kim, 2012; Jung et al., 2015). 또한 친환경식품은
2007년부터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수산물(수산물, 축산
물은 무항생제), 저농약 농수산물 3종류로 축소 분류되었다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Lim 
et al., 2013; Yu & Yoon, 2014).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2016
년부터는저농약농수산물은인증을받을수없게되면서유

기농수산물과무농약농수산물 2종류로분류되었다(Environ- 
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System, 2016).
하지만 친환경식품에 대한소비자인식의이해수준은 높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ang과 Ko(2005)의 연구에서 친환
경농산물이무엇인지알고있다는응답은 41%로나타났으
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유기농산물과 전환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분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Kim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세 가지 인증단계(유
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0%, 잘모르겠다고답한소비자는 80%로나타났다. 엠브레
인트렌드모니터보고서(2011)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 84%
가상품구매시친환경유기농마크를확인하지만, 자세히확
인하는 소비자는 32% 정도이고,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유
기농’이라는용어만을확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Soh, 2014). 
따라서본연구에서는친환경식품에대한혼동된개념과인

식을 갖고 소비에 오류가 가능한 측면에 대해 소비자인식

과소비행태를조사하고분석하여, 소비자들이정확한개념 
속에서바른소비를할수있도록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3.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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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hin과 Kim(2008)의 연구에서
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 동기가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는 40%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Yoo 등(2015)은 소비자들은 수입산 식품의 안전도가 국내
산 식품의 안전도보다 낮다고 인식했으며, 안전행동 수준
이 높은 집단일수록 식품안전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식품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 추가비용

지불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Kim과 Chong(2015)의 연구에서
는 식재료의 국산농산물 여부가 친환경 식품 여부보다 높

게 나타나, 식재료의 원산지와 로컬푸드에 대해 더욱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소비
자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확인은 증가한 반면, 친환경에 대
한 확인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며, 친환경식품에 대한 교
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에서는 국내(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
상의 소비자 중에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들어보거나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편의표본
추출을 이용하여표본을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Google 설
문지시스템을 통한 설문지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로컬

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조사에 관심을 표한 20세 이상
성인남녀에게 SNS 메신저나이메일을통해설문을실시하
였다. 조사기간은 1차 예비조사(2016년 3월 20일∼2016년 4
월 5일, 총 50부)를 통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
식과 소비행태를 측정하여 이해가 어려운 일부 문항을 수

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토대로 2016년 4월 18일
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 중 304부가 회수되었고, 불충
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총 266부(87.5%)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
한 인식과 소비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Lee et al., 
2007; Hong et al., 2010; Lee et al., 2013; Lim, 201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System, 2016)에서
활용했던 설문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7문항(성별, 
결혼 여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태, 나이, 교육정도, 직업, 
월수입),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4문항
(로컬푸드 연상단어, 친환경식품 연상단어, 로컬푸드의 범
위, 친환경식품의 범위),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이라고 하
면 연상되는 단어를 골라 주세요.’라는 항목의 경우 1차 예
비조사에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모두 적어주세요’ 라는 주관식 항목을 통해 조사대
상자들이 생각하는 연상단어들을 기입하고 정리하여, 2차
설문 시 정리된 연상단어들을 객관식 항목으로 두고, ‘로컬
푸드와 친환경식품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객관식
항목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로컬푸드의 로컬(Local) 범위
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Hong et al., 
2009; Lee et al., 2013; Lee et al., 2007)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로컬푸드의범위를바탕으로설문지문항을구성하였고, ‘친
환경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은 Mi- 
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Lim et al., 
2013;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System, 201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
다.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행태 8문항(로컬푸
드에 대한 구매 경험 여부, 친환경식품에 대한 구매 경험
여부, 로컬푸드 구매장소, 친환경식품 구매장소, 로컬푸드
구입종류, 친환경식품구입종류, 로컬푸드구매이유 1순위, 
친환경식품구매이유 1순위)을제시한후응답자의대답내
용을수집하였다. 로컬푸드와친환경식품에대한소비행태
에 관한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인 Soh(2014)의 ‘친환경 식품
소비자의 가치체계 탐구’와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4, 2015)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의 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 값을 산출하였고,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알아보고

자 실시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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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266)

Classification N Percentage

Gender
 Male  72 27.1

 Female 194 72.9

Age

 20∼29  80 30.1

 30∼39 132 49.6

 40∼49  37 13.9

 50 ≤  17  6.4

Marital status

 Single 174 65.4

 Married  91 34.2

 Etc   1  0.4

Living status

 Couple  32 12.0

 Couple with children  58 21.8

 With children   1  0.4

 With parents  45 16.9

 Parents with sibling  59 22.2

 Friend/sibling  14  5.3

 Single  56 21.1

 Etc   1  0.4

Education

 High school  25  9.4

 College (2 years)  52 19.6

 University (4 years)  95 35.7

 Graduate school  90 33.8

 Etc   4  1.5

Occupation

 Student  60 22.6

 Profession (lecturer...)  66 24.8

 Office employee  63 23.7

 Sale/service  38 14.3

 Owner-operator  10  3.8

 House wife  22  8.3

 Etc   7  2.6

Monthly income
(individual)

(unit: 10,000 won)

 <100  25  9.4

 100∼199  39 14.7

 200∼299  71 26.7

 300∼399  36 13.5

 400∼499  33 12.4

 500 ≤  62 23.3

자의 72.9%가 여성이었고, 미혼이 65.4%로 나타났다. 가
족구성원의 경우, 부모와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사는 조사
대상자는 22.2%,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가 21.8%, 
혼자 사는 경우는 21.1%로나타났다. 연령분포를살펴보면
30∼39세가 49.6%, 20∼29세가 30.1% 순으로 나타났고, 교
육수준은 대학원졸(재학)이 33.8%, 대졸(재학)이 35.7%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24.8%, 사무직이 23.7%, 학생이
22.6%로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났고, 월소득은 200∼299만
원이 26.7%, 100∼199만원이 14.7%, 300∼399만원이 13.5%
를 차지했다.

2.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1)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관한 연상단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

고자실시한빈도분석결과는아래의 Table 2와 같다. “로컬
푸드(Local Food)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골라 주세요.”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로컬푸드 연상단어로 지역특산물

35.7%(95명), 유기농/친환경 17.7%(47명), 신선함 11.7%(31
명), 농촌/농민/농산물 7.5%(20명), 건강 6.4%(17명), 향토음
식, 신토불이 3.8%(10명), 직거래 3.4%(9명), 국내산 3.0%(8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로컬푸
드를 떠올릴 때 지역특산물, 유기농/친환경, 신선함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와 개념
에는 유기농, 친환경 등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17.7%의 소비자들이 유기농/친환경식품과 혼동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로컬푸
드를 지역음식, 향토음식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인식하여, 수
입산이 아닌 국내산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로컬푸드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홍보
와 교육이 필요하겠다. 

“친환경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골라 주세요.”라는 문
항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친환경식품 연상단어로

무농약 28.6%(76명), 유기농 19.6%(52명), 건강12.4%(33명), 
비쌈 11.3%(30명), 농산물 5.6%(15명), 안전 5.6%(15명), 자
연/친환경/초록 5.6%(15명), 신선함 4.1%(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친환경식품을 무농약, 유
기농, 건강, 안전, 자연, 초록, 신선함 등의 긍정적 개념으로
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 기업의마케팅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식품에 대해 비싸다
고생각하는소비자의인식이형성되어있어서프리미엄마

케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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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word association (N=266)

Local food word association N % Eco-friendly food word association N %

Regional specialties 95 35.7 Pesticide-free 76 28.6

Organic/eco-friendly 47 17.7 Organic farming 52 19.6

Freshness 31 11.7 Healthy 33 12.4

Rural/farmers/agricultural products 20 7.5 Expensive 30 11.3

Healthy 17 6.4 Agricultural products 15 5.6

Regional cuisine 10 3.8 Safe 15 5.6

Direct dealing  9 3.4 Natural/eco-friendly/green 15 5.6

Domestic food  8 3.0 Freshness 11 4.1

Local food  4 1.5 Baby/baby food 4 1.5

Etc. (low cost/Korean food, community/ 
don’t know)  25 9.4 Etc. (well-being/can be trusted) 15 5.6

Total 266 100.0 Total 266 100.0

2) 로컬푸드의 범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아래의 Table 3의결과에서볼수있듯이, “로컬푸드의로
컬(Local)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응답자들은 “행정구역에의해구분된지역에서생산되
는 식자재” 40.6%(108명), “내가 사는 곳에서 반경 50∼100 
km 거리내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31.2%(83명), “거
리와상관없이농촌에서생산되는식자재” 12.4%(33명), “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10.9%(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로컬푸드의 범위를 ‘지역’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의 범위
에 대해 거리와 상관없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로 인

식한 소비자가 33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문
응답자들이서울, 경기지역등도시에살고있기때문이고, 
29명의 소비자가 수입산의 반대 개념인 국내산으로 인지하
는 것은 로컬푸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로컬푸드의
범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구성원, 교육수준별로 신뢰구간
9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내가 사는 곳에서 반경
50∼100 km 거리내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44.0%(11
명)란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이상은 각각 38.5%(20명), 51.6%(49명), 31.1%(28명)로 “행
정구역에 의해 구분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로컬
푸드로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
력이 높을수록로컬푸드를거리가아닌행정구역, 지역의개

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친환경식품에 대한 인식

“친환경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질문에대한 결과는 Table 4를통해 볼수있다. 응답자들은
친환경식품을 무농약 82.3%(218명), 유기농식품 57.4%(152
명), 무항생제식품(항생, 항균제등이 첨가되지않은 일반사
료를 급여) 54.7%(145명), 저농약식품 25.3%(67명)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식품을 무농약, 유기농약, 무
항생제 식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농약식
품을 친환경식품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단, 2007년부터 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수산물(수
산물, 축산물은 무항생제), 저농약 농수산물 3종류로 축소
분류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Lim et al., 2013; Yu & Yoon, 2014).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는 저농약 농수산물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수

산물 2종류로 분류되었다(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formation System, 2016). 하지만 2007년부터 2016
년에 친환경식품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농약 농산물이 친환경식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저농약 농산물이 친환경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인
식하고 있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친환경
식품을 무농약식품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유기농
약과 무항생제식품의 응답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 소
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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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ge of local foods consumers perception (N=266)

What do you think is the scope 
of local food?

Food items 
produced in

areas classified 
by administrative 

regions

Food items 
produced within 

50∼100 km from 
where I live

Food items 
produced in the 

rural farms, 
regardless of 

distance

Food items 
produced
in Korea

Don’t
know χ2(p)

Gender
Male 32( 44.4) 19( 26.4) 9(12.5) 9(12.5) 3(  4.2) 1.429

(0.839)Female 76( 39.2) 64( 33.0) 24(12.4) 20(10.3) 10(  5.2)

Marital 
status

Single 73( 42.0) 50( 28.7) 20(11.5) 20(11.5) 11(  6.3)
5.78

(0.672)Married 35(38.5) 32( 35.2) 13(14.3) 9( 9.9) 2(  2.2)

Etc 0(  0.0) 1(100.0) 0( 0.0) 0( 0.0) 0(  0.0)

Living 
status

Couple 11( 34.4) 15( 46.9) 3( 9.4) 3( 9.4) 0(  0.0)

44.197*
(0.027)

Couple with children 24( 41.4) 16( 27.6) 10(17.2) 7(12.1) 1(  1.7)

With children 1(100.0) 0(  0.0) 0( 0.0) 0( 0.0) 0(  0.0)

With parents 17( 37.8) 13( 28.9) 8(17.8) 4( 8.9) 3(  6.7)

Parents whit sibling 29( 49.2) 14( 23.7) 7(11.9) 7(11.9) 2(  3.4)

Friend/sibling 7( 50.0) 3( 21.4) 3(21.4) 1( 7.1) 0(  0.0)

Single 19( 33.9) 22( 39.3) 2( 3.6) 7(12.5) 6( 10.7)

Etc 0(  0.0) 0(  0.0) 0( 0.0) 0( 0.0) 1(100.0)

Age

20∼29 32( 40.0) 26( 32.5) 12(15.0) 6( 7.5) 4(  5.0)

12.204
(0.429)

30∼39 57( 43.2) 40( 30.3) 12( 9.1) 15(11.4) 8(  6.1)

40∼49 15( 40.5) 9( 24.3) 8(21.6) 5(13.5) 0(  0.0)

50≤ 4( 23.5) 8( 47.1) 1( 5.9) 3(17.6) 1(  5.9)

Education

High school 10( 40.0) 11( 44.0) 4(16.0) 0( 0.0) 0(  0.0)

26.567*
(0.047)

College (2yr) 20( 38.5) 14( 26.9) 8(15.4) 7(13.5) 4(  4.2)

University (4yr) 49( 51.6) 30( 31.6) 5( 5.3) 7( 7.4) 4(  4.2)

Graduate school 28( 31.1) 26( 28.9) 16(17.8) 15(16.7) 5( 5.6)

Etc 1( 25.0) 2( 50.0) 0( 0.0) 0( 0.0) 1( 25.0)

Occupation

Student 21( 35.0) 18( 30.0) 11(18.3) 8(13.3) 2(  3.3)

27.065
(0.301)

Profession 30( 45.5) 17( 25.8) 10(15.2) 8(12.1) 1(  1.5)

Office employee 28( 44.4) 21( 33.3) 3( 4.8) 7(11.1) 4(  6.3)

Sales/service 16( 42.1) 14( 36.8) 3( 7.9) 3( 7.9) 2(  5.3)

Owner-operator 6( 60.0) 2( 20.0) 1(10.0) 0( 0.0) 1( 10.0)

House wife 6( 27.3) 9( 40.9) 3(13.6) 3(13.6) 1(  4.5)

Etc 1( 14.3) 2( 28.6) 2(28.6) 0( 0.0) 2( 28.6)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100 10( 40.0) 9( 36.0) 1( 4.0) 4(16.0) 1(  4.0)

22.501
(0.314)

100∼199 13( 33.3) 13( 33.3) 6(15.4) 3( 7.7) 4( 10.3)

200∼299 28( 39.4) 26( 36.6) 5( 7.0) 8(11.3) 4(  5.6)

300∼399 12( 33.3) 9( 25.0) 10(27.8) 5(13.9) 0(  0.0)

400∼499 18( 54.5) 8( 24.2) 4(12.1) 3( 9.1) 0(  0.0)

500≤ 27( 43.5) 18( 29.0) 7(11.3) 6( 9.7) 4(  6.5)

Total 108( 40.6) 83( 31.2) 33(12.4) 29(10.9) 13(  4.9) 266(1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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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local and eco-friendly foods’ purchasing experience (N=266)

Local food consumption behavior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behavior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but no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and have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but no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and have 
purchasing experience 

Gender

Male 34( 47.2) 38( 52.8) 24( 33.3) 48( 66.7)

Female 73( 37.6) 121( 62.4) 31( 16.0) 163( 84.0)

χ2(p) 2.010(.156) 9.642**(.002)

Marital 
status

Single 69( 39.7) 105( 60.3) 34( 19.5) 140( 80.5)

Married 37( 40.7) 54( 59.3) 20( 22.0) 71( 78.0)

Etc 1(100.0) 0(  0.0) 1(100.0) 0(  0.0)

χ2(p) 1.157(.468) 4.067(.131)

Living
status

Couple 11( 34.4) 21( 65.6) 9( 28.1) 23( 71.9)

Couple with children 25( 43.1) 33( 56.9) 11( 19.0) 47( 81.0)

With children 0(  0.0) 1(100.0) 0(  0.0) 1(1 00.0)

Table 4. Definition of eco-friendly foods consumers’ per- 
ception (N=Multiple responses)

Choose all items regarded as
eco-friendly food N Percentage

 Pesticide-free foods 218 82.3

 Low pesticide foods  67 25.3

 Organic pesticide foods 152 57.4

 Antibiotic-free foods (With feeds free from 
antibiotic, antibacterial agents) 145 54.7

부터 새롭게 정립된 친환경식품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

해 더욱 정확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행태

1)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구매경험

Table 5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들
어봤지만,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40.2%(107명)로
나타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들어보고, 구매해본 경험도
있는 소비자는 59.8%(159명)로 나타났다. 친환경식품에 대
해서 들어봤지만,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20.7% 
(55명)로 나타났고,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들어보고, 구매해
본 경험도 있는 소비자는 79.3%(211명)로 나타났다. 들어봤
지만,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로컬푸드는 107명, 
친환경식품은 55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친환경식품에
대한 구매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들어보고, 

구매해본 경험도 있는 소비자는 로컬푸드는 159명, 친환경
식품은 211명으로 나타나, 이 또한 친환경식품에대한구매
접근성이 더 높다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접근성이 좋은 친환경전문매장과 마트 등을 통한 친환

경식품 구매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며,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욕구가 더욱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로컬
푸드에 대해서 들어보고, 구매해본 경험도 있는 소비자는
여성 62.4%(121명), 미혼 60.3%(105명)가 남성, 기혼보다 많
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매경험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들어보
고,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역시 로컬푸드 구매 경험
과 같이 여성 84%(163명), 미혼 80.5%(140명)가 남성, 기혼
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구매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구매장소

Table 6의 결과를 살펴보면, 로컬푸드 구매장소는 대형마
트/슈퍼 66.0%(105명), 로컬푸드매장 37.1%(59명), 친환경식
품 전문샵(초록마을, 올가) 30.2%(48명), 인터넷-직거래 28.9 
%(46명), 생활협동조합 23.3%(37명), 백화점 13.8%(22명) 등
으로나타났다. 친환경식품의구매장소는대형마트/슈퍼 78.7 
%(166명), 친환경식품 전문샵(초록마을, 올가) 31.8%(67명), 
백화점 22.3%(47명), 로컬푸드매장 19.0%(40명), 생활협동
조합 19.0%(40명), 인터넷-직거래 17.5%(37명) 등으로 나타
났다. 구매장소의 경우,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모두 대형
마트와 슈퍼가 66%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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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N=266)

Local food consumption behavior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behavior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but no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and have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but no 
purchasing experience

Heard before, and have 
purchasing experience 

Living
status

With parents 14( 31.1) 31( 68.9) 10( 22.2) 35( 77.8)

Parents with sibling 25( 42.4) 34( 57.6) 10( 16.9) 49( 83.1)

Friend/sibling 4( 28.6) 10( 71.4) 2( 14.3) 12( 85.7)

Single 27( 48.2) 29( 51.8) 13( 23.2) 43( 76.8)

Etc 1(100.0) 0(  0.0) 0(  0.0) 1(100.0)

χ2(p) 6.759(.454) 2.841(.899)

Age

20∼29 37( 46.3) 43( 53.8) 15( 18.8) 65( 81.3)

30∼39 55( 41.7) 77( 58.3) 25( 18.9) 107( 81.1)

40∼49 8( 21.6) 29( 78.4) 8( 21.6) 29( 78.4)

50≤ 7( 41.2) 10( 58.8) 7( 41.2) 10( 58.8)

χ2(p) 6.654(.084) 4.800(.187)

Education

High school 13( 52.0) 12( 48.0) 4( 16.0) 21( 84.0)

College (2yr) 25( 48.1) 27( 51.9) 10( 19.2) 42( 80.8)

University (4yr) 44( 46.3) 51( 53.7) 20( 21.1) 75( 78.9)

Graduate school 22( 24.4) 68( 75.6) 18( 20.0) 72( 80.0)

Etc 3( 75.0) 1( 25.0) 3( 75.0) 1( 25.0)

χ2(p) 15.574**(.004) 7.630(.106)

Occupation

Student 24( 40.0) 36( 60.0) 10( 16.7) 50( 83.3)

Profession 26( 39.4) 40( 60.6) 14( 21.2) 52( 78.8)

Office employee 27( 42.9) 36( 57.1) 15( 23.8) 48( 76.2)

Sales/service 18( 47.4) 20( 52.6) 8( 21.1) 30( 78.9)

Owner-operator 2( 20.0) 8( 80.0) 3( 30.0) 7( 70.0)

House wife 7( 31.8) 15( 68.2) 2(  9.1) 20( 90.9)

Etc 3( 42.9) 4( 57.1) 3( 42.9) 4( 57.1)

χ2(p) 3.376(.760) 5.410(.492)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100 10( 40.0) 15( 60.0) 4( 16.0) 21( 84.0)

100∼199 17( 43.6) 22( 56.4) 11( 28.2) 28( 71.8)

200∼299 36( 50.7) 35( 49.3) 19( 26.8) 52( 73.2)

300∼399 10( 27.8) 26( 72.2) 7( 19.4) 29( 80.6)

400∼499 12( 36.4) 21( 63.6) 4( 12.1) 29( 87.9)

500≤ 22( 35.5) 40( 64.5) 10( 16.1) 52( 83.9)

χ2(p) 6.531(.258) 5.571(.350)

Total 107( 40.2) 159( 59.8) 55( 20.7) 211( 79.3)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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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urchasing places for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N=multiple responses)

Purchasing place
Local food 

consumption 
behavior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behavior

Classification N Percent N Percent

Megastore/ 
supermarket 105 66.0 166 78.7

Local food stores  59 37.1  40 19.0

Co-operatives  37 23.3  40 19.0

Department stores  22 13.8  47 22.3

Internet-direct 
purchase  46 28.9  37 17.5

Farmers’ market  19 11.9   9  4.3

Mobile app   9  5.7   8  3.8

Eco-friendly food 
specialty stores
(Chorocmaeul, Orga)

 48 30.2  67 31.8

Others  10  6.3   4  1.9

작성한 소비자들이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에 거

주하기 때문에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대형마트와 슈퍼에서

주로 구입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4)에서분석된내용을보면, 친환경식품을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
스, 롯데마트등)이 39.4%로가장 많으며, 동네중소형 슈퍼
마켓 16.2%, 친횐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등)이
15.5%,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
스프레스, 롯데슈퍼 등)이 11.9%를차치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구입종류

Table 7을통해결과를살펴보면, 로컬푸드구입종류는과
일 82.4%(131명), 채소 80.5%(128명), 곡류(쌀, 보리등) 49.7% 
(79명), 축산물 40.3%(64명) 등의 순서로 많이 구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식품 구입종류는 채소 86.7%(183명), 
과일 77.3%(163명), 곡류(쌀, 보리 등) 32.2%(68명), 축산물
24.6%(52명) 등의 순서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구입종류의 빈도가 차이 나는 이유

는 로컬푸드의 경우 지역의 브랜드 홍보를 통해 인지도가

높은 과일, 채소, 곡류, 축산물 등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

Table 7. Result of purchased item according to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N=multiple response)

Type of items 
purchased

Local food 
consumption 

behavior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behavior

Classification N Percentage N Percentage

Fruits 131 82.4 163 77.3

Vegetables 128 80.5 183 86.7

Grain (rice, barley, 
etc)  79 49.7  68 32.2

Livestock products  64 40.3  52 24.6

Fishery products  48 30.2  25 11.8

Processed food
(canned/bottled
food, etc)

 35 22.0  29 13.7

Drinks  16 10.1  13  6.2

Dairy products  26 16.4  33 15.6

Others   3  1.9   3  1.4

고, 친환경식품의 경우 농약과 항생제 사용 유무 등, 특히
식품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에대한선호때문에특히익히지않고도먹을수있는채소

나 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Lee와 Kim 
(2009)은 대도시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
에관한연구에서주요구입식품은 ‘채소류’, 식품안전에대
한 불안을느끼는식품은 ‘육류’, 식품안전에대한인식도는
‘국내산이수입산보다안전’ 문항이가장높게나타났고, 본
논문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구입이유 1순위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자들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이유 1순위에
대한 결과는 Table 8을 통해 알 수 있다. 로컬푸드는 “신선
하고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 69.2%(110명)가 가장 많았
고, “농약이나 첨가제로부터 안전한 것 같아서” 8.8%(14명)
등으로나타났다. 친환경식품을구매하는 이유 1순위는 “농
약이나 첨가제로부터 안전한 것 같아서” 56.4%(119명), “신
선하고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 36.0%(76명) 순으로 나타
났다.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선도와 우수
한 품질인 것은, 10명중 7명정도의소비자들이 지역식재료
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10명중 6명은 친환경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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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o. 1 reason for purchasing local foods and
eco-friendly foods (N=159, 211)

No. 1 reason
Local food 

consumption 
behavior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behavior

Classification N Percentage N Percentage

Likely to be fresh and 
high-quality 110 69.2  76 36.0

Likely to be safe from 
pesticides or additives  14  8.8 119 56.4

Likely to be cheaper  12  7.5   4  1.9

To promote regional 
economy   9  5.7   3  1.4

Likely to have better taste  11  6.9   3  1.4

Likel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 ecosystem

  2  1.3   5  2.4

Affected by ads and 
promotions   1  0.6   0  0.0

Others   0  0.0   1  0.5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를 지역특산물이라고 인식하

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는 농약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로컬푸드를떠올릴때유기농과친환경
을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컬푸드와 친환
경식품이 분명하게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인식 중에는 두 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로
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겠다. 친환경식품을 떠올릴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농약과유기농을떠올리는것으로나타났고, 건강과안전
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친환경식품을 믿음이 가는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식품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향후 프리미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

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로컬푸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소비자들도 로컬푸드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로컬푸
드의 범위에 대해 거리와 상관없이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

자재로 인식한 소비자가 많은 것은, 설문 응답자들이 서울, 
경기 지역 등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며, 로컬푸드를 수입
산의 반대 개념인 국내산으로 인지하는 것은 로컬푸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향후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친환경식품을 무농약식품, 유기농약과 무항생제식

품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지만, 저농약농산물이
친환경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는 상대

적으로 적게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새롭게 정립된 친환경식품에 대한정

의와 개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넷째, 구매경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 로컬푸드보다 친환

경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욕구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접근성이 좋은 친환경전문매장과 마
트 등을 통해 친환경식품 구매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들어보고, 구매해
본 경험 모두, 여성이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구매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매장소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모두 대형마

트/슈퍼의비율이가장높았고, 이결과는설문을작성한소
비자들이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에 거주하기 때

문에, 교통접근성이편리한대형마트와슈퍼에서주로식재
료를 구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로컬푸드 구입종류는 과일, 채소 순으로 많이 구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식품 구입종류는 채소, 과
일 순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와 친
환경식품 구입종류의 빈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로컬푸드의

경우, 지역의브랜드홍보를통해인지도가높은과일, 채소, 
곡류, 축산물 등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며, 친환경식품의
경우, 농약과항생제사용유무등, 특히식품안전성을보장 
받을 수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유 중 1순위는 “신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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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 “농약이나 첨
가제로부터 안전한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
경식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 1순위는 “농약이나 첨가제로부
터안전한것같아서”, “신선하고품질이우수할것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가 신선도와 우수한 품질인 것은, 10명중 7명 정도의 소비
자들이 지역식재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고,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10명중
6명은 친환경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향후 로컬푸드와 친환
경식품의 저변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Ⅵ.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

한 최근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소비행태를 비교분석
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
한 개념적 접근(Hong et al., 2009), 농업발전방안(Kim, 2011; 
Hong & Kim, 2010), 소비시장의 현황(Kim & Lee, 2013) 및
정책제언(Ju, 2015), 학교급식이용현황(Lee & Huh, 2005), 해
외사례(Kwon, 2011), 소비자의신뢰(Kim, 2013; Jeong, 2012), 
가치(Soh, 2014; Jo, 2014), 만족도(Jung et al., 2012), 구매의
도(Lee & Yeo, 2014), 구매행동(Park & Park, 2014)등의 연구
가 있었지만,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행태를 비교분석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혼돈 요소를 밝혀냈으며, 두 식품에 대한 소비행태를 동시
에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둘째, 마케팅적 시사점으로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와 친

환경식품에 대해 인식할 때 신선함, 건강, 안전, 믿음 등의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친환경식품을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Jo(2014)의 연구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
의적인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와 Yoon(2014)은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소비자의 친환경식품 구매의도와 인과관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또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들어보고, 구매해본 경험 모두, 여성이 남성
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구매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세분화를 통한 차별

화된 마케팅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친환

경 식품의 시장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의 명확한

인식 제고와 함께 쇼핑의 편리성 제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Yoo, 2008; Soh, 2014). 더욱
상세하게 보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 촉진, 구매 장
소 편의성제공, 품목의 다양성 추구, 신선도와 고품질 유지, 
포장에 대한 다양성과 만족도 제고, 인증표시제도의 통일
성을 통한 신뢰도 회복,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홍보활동 등
이 추가적으로 제안되고 있다(Kim et al., 2008; Yoo, 2008; 
Huh & Kim, 2010; Soh, 2014). 본 연구를 통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소비특성을 활용하여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보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보편화 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간단한 사례로 2016년 연말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 먹을거리 통합 정보 서비스인 ‘FRESH(프레시)’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현장에서 바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aT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존의 식품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인증원이 융․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것(The Chosun 
Ilbo, 2016. 10. 27)으로 향후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와 친환경
식품에 대해 정확히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만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로

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경험해 본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

고, 대상자의 연령대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6.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러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된

표본 확보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대상으
로 표본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비중을 고르게 맞
춘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가정 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
는실구매자를대상으로하여야좀더정확한정보를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설문에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젊은 소비층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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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

컬푸드와친환경식품에대한 개념적정의를 정확히내리고,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올바르게 인지시킨 상태에서 소비자

의 인식과 소비행태를 비교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

고, 식품구매시올바른선택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과정
을 통해 긍정적 저변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행태에 대한 실증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에 대해 들어보거나,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266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 값을 산출하였고,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
였다. 로컬푸드 구매장소는 대형마트/슈퍼, 로컬푸드매장, 
친환경식품 구매장소는 대형마트/슈퍼, 친환경식품 전문샵
순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구매하는로컬푸드는과일, 채소순으로나타났고, 친
환경식품의 경우 채소, 과일의 순서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로컬푸드를구매하는이유 1순위는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환경식
품을 구매하는 이유 1순위는 “농약이나 첨가제로부터 안전
한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스퀘어 검
정을 통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을 들어보고, 구매해본
경험 모두, 여성이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연령대가 낮
아질수록 구매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
과를 통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이 분명히 다른 개념임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두 식품의 차이를 명확
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식품 구매 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인식, 소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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