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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관광객의 윤리적 소비개념, 공정관광태도, 공정관광구매의도 
간의 관계분석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위험지각의 조절영향효과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로서 첫째, 관광객의 윤리적 
소비개념은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관광객의 윤리적 소비개념과 공정관광 
구매의도간의 영향관계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관광 태도는 공정관광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관광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정관광 태도와 공정관광 구매의도간의 관계에 윤리적 소
비에 대한 위험지각의 조절효과분석에서 재무적 위험지각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정보적 위험지각은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관광 소셜미디어에서 공정관광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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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sing the relationship among ethical consumption concept, fair tourism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ethical consumption on tourism social media with considering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as a mediator between fair tourism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ethical consumption. W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ethical consumption concept and fair tourism attitude and between fair tourism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ethical consumption. And also we observed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tourism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ethical consumption. 
The most important is resulted as offering fair tourism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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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인 객이 국내 입국 즉시 휴 화 개통을 가

능하게 한 정부의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에서 

도 휴 폰을 통한 소셜미디어의 요성은 가속된다[1].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일어난 변화 

의 하나로, 소비를 해 기업의 정보보다 내 주  친구

와 커뮤니티 지인의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흐름

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가치를 찾고 이를 소비와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활동은 다시 소셜 미디어를 타고 주 에 

돼 이러한 가치를 원하는 다른 고객에 달되어 새로

운 소비흐름을 만들기도 한다[2]. 고객의 이러한 변화 요

구를 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기업이 놓쳐서는 안되는 요한 일이다. 결과 으로 

오늘날 소비자는 명한 소비를 원한다.

그 일환으로서 소셜미디어는 윤리  소비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윤

리  소비와 그에 비롯된 공정 에 한 객의 

심 증가는 진행되고 있다. 객의 윤리소비, 공정  

등에 한 국내의 심과 학문  연구[3, 4, 5]는 고조되

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체로 윤리소비, 공정  

등의 정  향을 분석하 지만, 태도와 행동간의 보

다 복합 인 련성에 한 심층  연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객 개개인의 소비 변화가 강화되고 있

는 소셜미디어[2]상에서의 윤리소비, 공정  그리고 이

들과 련된 복합  측면에 한 연구 즉, 윤리  소비개

념과 공정 태도  구매의도 등 일련의 행동에 미치

는 향이 다른 향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가에 

한 고찰 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공정

에 한 구매의도를 측하고 설명하기 해 윤리  

소비개념과 태도  구매의도 간의 계분석 그리고 이

들 계에 미치는 윤리소비에 한 험지각의 조 향 

분석 등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소셜미디

어기반 련 사회문화  경제활동에 부응하는 비즈

니스 략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 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광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란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온라인상

에서 애 리 이션을 사용하여 정보, 지식, 의견을 교환

하고 공유하는 활동, 행, 행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6]. 

오늘날 소셜미디어분야에서 이 차지하는 비 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환경에서는 일

반 비즈니스부분이 보다 비 이 높았으며, 분리하여 

분야의 문 사이트가 존재하 다. 이러한 상은 

여러 조사에서 증명된다. 2014년  세계 온라인 시장의 

심은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며, 약 40억 

명의 모바일 온라인 유   75%는 련 소셜미디

어의 활용이 용이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것이라 망

하 다[7]. 

2.2 관광객의 윤리적 소비개념

90년 부터 나타난 윤리  소비개념은 환경친화  소

비[8]나 사회  의식이 있는 소비와 더불어 사회  책임

으로 범 가 확 되었다[9]. 

최근 윤리  소비는 윤리  신념을 토 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로 간주되어, 

환경  사회  이슈와 련되어 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10, 11, 12]. 

분야의 선행연구로서 조명환·정선자[4]의 연구에

서는 객의 윤리  소비행동을 시민행동, 나눔기부, 

녹색소비[13], 소비 제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객

이 공정 의 결과를 지각하는데 있어 윤리  소비행동

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 다. 

2.3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공정 은 모든 주체 간 평등하고, 동등한 계를 토

로 하며, 공정한 차  과정을 통하여 각 이해 주체

가 기 하는 편익을 분배하는 이다[14]. 련 선행연

구로서 황희정·이훈[5]은 공정  련개념들 간의 유

사성으로 인하여 혼용되거나 혼란이 상되는 다양한 

 용어  개념에 하여 분석하고 계성을 악하

다. 여호근·박 규·이정은[3]은 지역환경, 윤리, 지역

문화 등을 구성개념으로 하여 공정 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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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윤리소비에 대한 위험 지각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

매결정에 있어 항상 어느 정도의 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소비자의 험지각(perceived risk)이라 한다[15]. 

험지각은 소비자가 특정제품에 한 구매의사 결정과

정에서 제품이나 랜드의 선택에 한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되는 심리  험이다[16, 17]. 

공정 의 경우 윤리소비에 한 험지각이란 

객이 구매시 가격이 정한지, 기 에 합한 혜택이 제

공될지 그리고 서비스의 질  수 이 충분할지 등과 같

은 경제 , 재무 , 성과  등의 험을 고려하게 됨을 의

미한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지 까지의 논의에 따라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Huh[18]는 소비자들의 윤리  상품에 한 태도  

구매의도에 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태

도가 윤리  상품 구매의도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변수이며, 보편성의 가치와 이타주의, 교육수  등이 윤

리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변수라고 하 다.

이지 ·이주 [19]은 기업의 사회  책임의 모든 차원

이 윤리  소비주의 매개를 통해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다고 하 다. 정혜정·오경화[12]는 윤리소비신념

의 사회  책임이 친환경제품에 한 심과 구매의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여호근 등[3]은 공정 의 인식과 태도  행동의도

간의 계분석 연구에서 공정 태도는 공정  행동

의도에 유의한 향이 있음을 확인하 으며, 구매행동에 

있어서 경험 후 태도는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20].

문희강·추호정·박혜선·백은수[21]의 연구에서는 윤리

 제품소비에 한 재무  험지각이 소비자의 윤리  

제품에 한 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도에 유의

한 향을 주며, 기능  측면의 험지각은 행동의도에 

직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이 가능할 것

이다. 

가설 1: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윤리  소비개념은 

공정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윤리  소비개념은 

공정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공정  태도는 

공정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윤리소비에 한 

험 지각(재무  험지각, 정보  험지각)은 공정

 태도가 공정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로서 객의 윤리  소비

개념이란 객의 상품선택시 환경 혹은 윤리  그리고 

사회  책임을 고려하는 소비를 의미한다[8, 12, 19]. 공

정  태도는 목 지에 회의 인 반응과 윤리

의식을 갖고 배려하려는 정서 인 태도를 의미한다[3, 5]. 

공정  구매의도는 목 지에 한 호의 인 반응

과  윤리의식을 갖고 구매하려는 의미이다[3]. 

윤리  소비에 한 험지각은 객이 공정 상

품에 한 구매의사 결정과정에서 상품의 선택에 한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되는 심리  험을 의미한다[16, 

21]. 이에 한 측정으로서 윤리  소비개념 9문항, 공정

태도 3문항, 공정  구매의도 3문항, 험지각 6문

항을 ① 아니다에서 ⑦매우그 다 등과같이 리커트 7

 척도가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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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수집 및 측정 방법

가설검증을 한 실증분석에서 설문조사 상자는 

 소셜미디어 이용경험자로 하 다. 2015년 3월에 10일

간 실시한 설문조사로서 총 230부를 배포하여 213부를 

회수하 으며, 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00부

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자료의 인

구통계  분석(빈도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요인분

석), 상 계분석, 계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으며, 

IBM SPSS 22.0을 이용하 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분석한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 학

력 등의 반 인 분포가 큰 무리가 없어 비교  모집단

의 특성을 히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Section Freq. %

Sex
male

female

87

113

43.5

56.5

academic

ability

Less than Middle School

Less than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ion

More than Graduate school

6

54

117

23

3.0

27.0

58.5

11.5

Frequency

Used SNS

Twitter

Facebook

Band

Kakao Story

Youtube

Blog

Instargram

Naver/Daum Cafe

Others

12

69

21

27

7

19

24

15

6

6.0

34.5

10.5

13.5

3.5

9.5

12.0

7.5

3.0

Age

Less than 20

20-30

31-40

41-50

More than 51

48

56

38

33

25

24.0

28.0

19.0

16.5

12.5

Information

of Tourism

SNS

Tourism Information

Food  Information

Accommodation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Shopping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Event Information

Others

82

53

21

5

19

12

6

2

41.0

26.5

10.5

2.5

9.5

6.0

3.0

1.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4.2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들간의 계에 한 검증을 하여 사 에 각 구

성개념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 다. 타당성은 첫째, 측

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

하고 있는가 둘째, 그 개념이 정확히 측정되었는가 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

당성을 검정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은 SPSS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각회   베리맥스(varimax)회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

이 1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선택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객의 

윤리소비 개념의 고유치는 2.069이며, 분산률은 

89.722로 나타났다. 

공정 태도의 경우 고유치는 2.850, 분산률이 

95.003이었으며, 공정  구매의도는 고유치가 2.766, 

분산률이 92.213이었다. 

윤리  소비에 한 험지각 요인에 있어서 재무

험지각은 고유치 3.504, 정보 험지각은 고유치 1.809로 

나타났고, 험지각의 분산률은 88.512로 나타났다. 

Variable Name Question A B C

Ethical 

Consumption 

Concept

ECECC 1 .862

2.069 89.722ECECC 2 .888

ECECC 3 .893

Fair Tourism

Attitude

FTB 1 .980

2.850 95.003FTB 2 .976

FTB 3 .968

Fair Tourism

Purchasing 

Intention

FTPI 1 .966

2.766 92.213FTPI 2 .974

FTPI 3 .940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

-tion   

Fin

-ance

FRPEC 1 .845

3.504 58.398FRPEC 2 .938

FRPEC 3 .954

Inform

-ation

IRPEC 1 .909

1.809 30.114IRPEC 2 .968

IRPEC 3 .949

A. Component, B. Eigenvalue, C. variance explanation power

<Table 2> Analysis of Validity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검정을 해 내  일 성을 측

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의 알 (Cronbach’s Alpha)를 측

정하 다. 분석결과는 객의 소비윤리개념은 .981로 

나타났다. 공정  태도는 .973, 공정  구매의도는 

.957로 나타났고, 지각 험  재무  지각 험은 .91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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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지각 험은 .952  등으로 모두 .9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의 신뢰도와 기술통계량  상

계는 <Table 3>에 제시된바 와 같다. 한 각 변수

들간의 련성 정도인 상 계분석결과 변수들간의 상

계에 있어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Na.

Construct of Correlation

1 2 3 4 5

1 1

2 .831** 1

3 .741
**

.673
**

1

4 .711** .742** .631** 1

5 .465** .474** .407** .622** 1

Average 5.74 6.01 5.56 5.73 4.88

St.Dev. 1.02 1.07 1.08 1.05 1.16

Cron. α .981 .973 .957 .916 .952

1: Tourist’s Ethical Consumption 2: Fair Tourism Attitude  3: 

Purchasing Intention of Fair Tourism  4: finance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5: Information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 p<.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Reliability 
Coefficient, Correlation Analysis

4.3 가설검증

가설 1인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윤리  소비개념

은 공정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증한 결과, 소셜미디어상에서 객의 윤리  

소비개념은 유의수  0.1% 범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참조).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No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eta

1) Fair 

  Tourism 

  Attitude

(Constant) .760 .308 - 2.467 .015

 Ethical 

Consumption 

Concept

.275 .097 .263 2.832 .005**

2) Purchasing 

   Intention 

   of Fair 

   Tourism

(Constant) 1.337 .471 - 2.840 .005

Ethical 

Consumption 

Concept

.192 .107 .186 1.792 .075

1) R2=.600, Revised R2=.593, F=90.517, P=.000

2) R2=.251, Revised R2=.238, F=20.200, P=.000

* .05>p>.01  ** p<.01

<Table 4> The Analysis on Relation among Tourist's 
Ethical Consumption Concept and Fair
Tourism Attitude 

가설 2인 소셜미디어 이용 객의 윤리  소비개념

은 공정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소셜미디어의 윤리  소비개념

은 유의수  0.5% 범  내에서 유의한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참조). 따라서 가설 2는 기각

되었다.

Dep. 

Variable

Indep. Variable: Purchasing Intention of Fair Tourism

Model1 Model2 Model3

(A) .685** .667** .466

(B) .074 .192

(C) .051 .510

AxB -.045

AxC -.109*

R2 .387 .388 .403

⧍R2 .001 .015

F-value 103.064* .261** 4.021*

(A)Fair Tourism Attitude, (B)finance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C)Information Risk Perception of Ethical 

Consumption

* .05>p>.01  ** p<.01

<Table 5>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주효과(가설 3)의 검증단계에서 태도는 공정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 효과(가설 4)의 가설검증단계에서는 소셜미디어

의 공정 태도와 공정 구매의도의 향 계에 있

어 재무 험지각은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셜미디어의 공정 태도와 공정 구매의도의 

향 계에 있어 정보 험지각(beta=.109, p<.05)은 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참조).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한편 

험지각에 한 설문내용이 부정 으로 묘사되었기 때문

에 통계값이 음(-)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밝힌다. 풀이하

면, 윤리소비의 정보  험지각정도가 낮을수록 공정

 태도가 공정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증가한다

는 의미이다.

5. 결론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정보통신을 통한 산업의 

지각변동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22]. 이러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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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환경에서 객의 윤리  소비개념, 공정

태도, 공정 구매의도 간의 계분석  윤리  소

비에 한 험지각의 조 향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의 윤리  소비개념은 공정 에 한 태도에 정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소셜미디어를 경험한 

객으로서 윤리  소비개념이 뚜렷할수록 공정 에 

한 태도는 정 임을 의미하며, 선행연구[3, 12, 13]와 

유사한 결과이다. 소셜미디어의 발 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사회의 상을 감안할 때 분야에

서 소셜미디어는 향후 공정 발 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객의 윤리  소비개념과 공정  구매의도

간의 향 계는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를 경험한 객의 윤리  소비개념이 높다

고 해서 공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일 것이다. 아래 세 번째의 결과에서 검증된 것처럼 공정

 태도형성이라는 변수의 매개  역할이 요구됨을 객

으로 확인하게 된 결과분석이었다.

셋째, 공정  태도는 공정  구매의도에 정 인 

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공

정 에 한 태도형성이 견고해질수록 공정  구매

의도가 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23]와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정  태도와 공정

 구매의도간의 계에 윤리  소비에 한 험지각

의 조 효과분석에서 재무  험지각의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반면에 정보  험지각은 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24]. 세부 으로 험을 지각함으로써 구

매의도는 낮아지게 되는데[25]. 객은 과거의 구매경

험, 정보탐색, 지식, 주변의 범 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험부담과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26]. 즉, 공정 에 호의

인 객이 공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공정  상

품에 한 정보제공이 원활할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진다

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일반 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가격

요인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시사 으로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객의 

공정  상품에 한 구매의도를 유도하기 해서는 윤

리  소비개념 생성  공정  태도 형성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  상품에 한 정보제공이 

효율 으로 제공된다면 형성된 공정  태도는 더욱 강

한 구매의도를 래하기 때문에  소설미디어를 통한 

공정  정보에 보다 많은 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소셜미디어의 발 에 따라 소비자는 기

업의 진정성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기업에 한 요구

와 더불어 소비자들 자신들도 윤리  소비의식에 한 

인식정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분야에서도 소셜미디

어에서의 이러한 상을 고려한 본 연구는 학문  기여

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서 많은 표본수의 확보  다양

한 계층의 설문응답을 받아냄으로써 연구결과의 객 성

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정 에 한 정보  험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보다 범 한 학문  연구  산업  실

성이 강구된다면 미래 산업 발 에 기여함이 클 

것이라고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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