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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사 및 구매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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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 Anseong

Young-Gil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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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안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안성지역 푸드정
책 수립 및 안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안성 로컬푸드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고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유발
속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7가지 속성 “우수한 품질”, “안전성”, “건강에 좋음”, “지역경제활성화”, “저렴한 가격”, 

“접근성”, “다양한 품목” 중에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 구매의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자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안성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구매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속성은 “우수한 품질”과 “저
렴한 가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접근성”과 “지역경제활성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로컬푸드, 구매의사, 구매결정, 로짓모형, 프로빗모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Anseong local food policy and 
local food activation by finding the key factor determining consumer purchasing for Anseong local food. First, 
we conducted a survey and derived consumer purchasing attributes for the local foo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or Anseong 
local food out of such seven attributes as ‘excellent quality’, ‘safety’, ‘good for health’, ‘activation of local 
economy’, ‘low price’, ‘accessibility’, ‘variety of ite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influencing attributes 
on consumers’ purchase decisions for Anseong local food were ‘excellent quality’ and ‘low price’ followed by 
‘accessibility’ and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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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한 먹거리에 한 사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 ․질  먹거리의 보장에 한 사회  

논의와 지역  응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 도시

 수요 확산으로 농업․농 을 바라보는 사회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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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으며, 식품사고와 먹거리 불신이 커지며 건

강한 먹거리에 한 소비자의 수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의 지산지소1)와 

미국의 CSA2)와 같이 로컬푸드는 건강하고 안 한 먹거

리 공 을 한 직매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 활동이 

국 으로 확 되고 있으며, 지역 먹거리를 한 지역사

회 먹거리 체계에 한 사회  가치와 인식이 확 되고 

있다.

2015년 2월 기  국 으로 7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 운  에 있다.3)[1] 재 안성에도 지역 푸드정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두 곳을 운  에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성공 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

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먼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사에 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하며, 안성 로컬푸드의 내․외  요인이 소비

자들의 로컬푸드 구매의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로컬푸드의 기본개

념은 동일하겠지만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로컬푸드 연구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

구가 요구되는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

의사를 악해보고 구매의향에 결정 으로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발굴하고자 수행되었으며, 특히 안성 로컬

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안성지역 푸드정책 수립  안성 로

컬푸드 활성화를 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로컬푸드(먹거리) 련 연

구  구매결정요인 련 선행연구를 하 으며, 로짓모

형과 로빗모형 련 선행연구를 하 다. 

첫째, 로컬푸드(먹거리) 련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홍병철[2], 김효정[3], 백승우․김수 [4], 정인경․김

․김 철[5], 김종화[6], 김순환[7] 등은 로컬푸드에 

1)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
를 담고 있는 운동  

2) 지역사회 지원형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하여 소비자 심으로 연구하 고, 나 삼[8]은 지역농업

과 로컬푸드 정책에 하여 연구하 다.

홍병철[2]의 “소비자 분석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

안 연구 : 충북 단양군 지역을 심으로”는 충북 단양군 

지역을 심으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련한 소비자 특성

을 고찰하 다. 특히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단양지역 

로컬푸드의 문제 을 악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단

양 로컬푸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 다. 

김효정[3]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심으로 한 생산자

와 소비자의 연계 특성 : 용진면과 효자동 직매장을 사례

로”는 주시를 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

석하 다.

백승우․김수 [4]의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의 쇼

핑동기와 만족도 분석”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로컬푸드에 한 만족도와 특성을 

연구하 다. 특히 로컬푸드 매장 이용동기를 5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쇼핑동기가 매장이용 후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소비자는 안 하

고 건강한 농산물을 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하는 욕구

가 강한데 로컬푸드 시스템이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만

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인경․김 ․김 철[5]의 “로컬푸드 소비에 한 

인식과 만족 :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비활성화 지역간 

차이를 심으로”는 학교 식에의 로컬푸드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학교 식에의 로컬푸드 활용에 한 

망  개선 을 제시하 다. 

김종화[6]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소비자 구매요인  

유형별 차이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면 하게 

악하기 해 먼  계획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직매장에

서의 소비자 구매의사를 악한 후 직매장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

김순환[7]의 “로컬푸드 에 한 소비자 선호분석 : 

청주시 소비자를 상으로 선택실험법을 용하여”는 로

컬푸드의 특정품목인 의 주요 구매 속성에 한 소비

자들의 인식  선호도를 악하여, 로컬푸드  생산자

와 정책수행자에게 필요한 소비자 마  측면의 기  

정보를 제공하 다.

나 삼[8]의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업 활성화 방

안 연구 : 완주군 사례를 심으로”는 북 완주군 사례

를 심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와 로컬푸드 정책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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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받는 지역농업 활성화의 

구체 인 한 방안으로 로컬푸드(Local Food)를 다루었으

며, 총체  기에 직면한 한국농업과 농 의 기극복 

실천 안으로 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제철먹을거리의 

기획생산과 직거래 소비라고 주장하 다. 

둘째, 구매결정요인 련 연구로는 정지혜[9], 장운붕[10], 

김경호[11] 등이 있다.

정지혜[9]의 “해외명품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  

구매결정요인에 한 연구”는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백화  해외명품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 특성을 조사

하는 것을 목 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 특성과 구매행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장운붕[10]의 “ 국 소비자들의 한국 자동차 구매결정

요인에 한 연구 : 제도  동형화 으로”는 제도  

동형화와 기업이미지와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서 인 사안들을 조사하고 악하며 제도  동형화

를 강압  요인, 모방  요인, 규범  요인, 경제  요인

별로 분석한 후 기업이미지를 용시켜 구매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다.

김경호[11]의 “소비자 특성에 따른 골 용품 구매결정

요인  재구매 의도 분석”은 골 용품 소비자가 골 용

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매

결정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 골 용품 재구매 의

도는 어떤지 분석하 다.

셋째, 로짓모형과 로빗모형에 련한 연구로는 

Maddala[12], 조재환․김태균[13], Greene[14] 등이 있으

며, 요인분석과 련한 연구로는 임명성[15], 이혜경․신

은희․김연경[16], 김경일[17], 김경일․박지 [18], 양애

성[19], 장애경[20], 박다희․장은희[21], 박진경[22]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을 발굴하여 안성지역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악하고자 하 다. 

3.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 구매결정에 

   대한 요인분석 

3.1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량

연구의 특성상 로컬푸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상을 조사범 로 제한하 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고객  안성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을 상으로  

2016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체 조사 상자는 202명이 으며, 그  유효

하지 않은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98명을 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은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

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AS 9.3(SAS Institute Inc.[23]) 

 Excel 2010으로 분석하 다.

조사 상자 연령(<Table 1>참조)  직업유무

(<Table 2>참조), 결혼유무(<Table 3>참조)에 한 기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Categories N Percent(%)

20-29 16 8.1

30-39 42 21.2

40-49 72 36.4

≥50 68 34.3

Total 198 100.0

<Table 1> Age distribution of subjects

Categories N Percent(%)

Employed 53 26.8

Unemployed 145 73.2

Total 198 100.0

<Table 2> Job status distribution of subjects

Categories N Percent(%)

Married 167 84.3

Single 31 15.7

Total 198 100.0

<Table 3> Marital status distribution of subjects

3.2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 구매속성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가 로컬

푸드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따

라서 로컬푸드 구매를 유발하는 속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로컬푸드 구매유발속성  구매결

정속성 련 선행연구를 진행하 으며, 추가 으로 로컬

푸드의 정 인(좋은) 이미지와 로컬푸드의 부정 인

(안좋은) 이미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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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로컬푸드의 좋은( 정 인) 이미지에 한 질문

에 “우수한 품질”이 61명(30.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로

컬푸드가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당일 생산하여 매까지 

이루어지므로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반 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 렴한 가격”이 

53명(26.8%), “지역경제활성화”가 41명(20.7%)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유통비용 약으로 로컬푸드의 

가격이 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을 반 하는 것이며, 

이러한 로컬푸드 이용이 지역농민에게 도움을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참조).

Variables N Percent(%)

Excellent quality 61 30.8

Safety 28 14.1

Good for health 15 7.6

Activation of local economy 41 20.7

Low price 53 26.8

Total 198 100.0

<Table 4> Good image of Local Food

둘째, 기존의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정 인 이미지

와 반 로 로컬푸드의 개선 을 묻는 질문에 “ 근성”이

란 응답이 91명(4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비자가 

근 편의성이 뛰어난 근거리 직매장을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품목”이 45

명(22.7%), “직거래장터 운 ”이 37명(18.7%) 순으로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로컬푸드에서 취

하는 품목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이 직  

운 하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시스템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Table 5>참조). 

Variables N Percent(%)

Expand the direct sales 25 12.6

Accessibility 91 46.0

Variety of items 45 22.7

Farmers’ market 37 18.7

Total 198 100.0

<Table 5> Improvement 

앞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안성 로컬푸

드에 한 소비자 구매를 유발하는 속성으로 다음 7가지

를 도출하 다. “우수한 품질”, “안 성”, “건강에 좋음”, 

“지역경제활성화”, “ 렴한 가격”, “ 근성”, “다양한 품

목” 이 게 도출된 7가지 속성을 이용하여 다음 연구모

형을 설정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결정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 이러

한 분석을 해서는 로짓모형(logit model) 는 로빗

모형(probit model)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 모형의 도

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Maddala[12], 조재환․

김태균[13], Greene[14]).

          (1)

 는 번째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향

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가 어떤 수  이상에서는 선택

항 범주인 “구매의향 있음”을 나타낸다. 는 구매유발

요인의 특성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며, 는 추정해야 할 

계수벡터이다. 는 불확실한 잔차항을 나타낸다. 

          
                (2)

식 (2)에서 를 이분형으로 구분 짓는 기 을 0으로 

보고,  일 때는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

의향이 있음(   )을 나타나게 된다.

      

   

   

  

                 (3)

의 식 (3)에서 ․ 는 확률분포함수이며, 

·은 확률함수이다. 여기에서 의 분포가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확률

함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이 되며, 표 정규분포

(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로빗모형(probit model)이 된다(Green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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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의 계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잔차항 에 한 

분포가정을 이용한 최 우도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며, 로

그우도함수는 아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3.4 로지스틱회귀모형 분석

로짓모형을 활용한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

매의향을 추정한 결과 Likelihood Ratio값이 61.43으로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므로 연구모형

의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분석모형이 통계 인 의미를 가진다고 단할 수 

있다. 

로짓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추정계수 에서 “우수한 

품질”은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 렴한 가격”은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 근성”과 “지

역경제활성화”는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6>참조).

Variables
Coefficient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Constant -5.889 2.628 0.025

Excellent quality 0.563*** 0.218 0.006

Safety 0.361 0.310 0.243

Good for health 0.231 0.340 0.497

Activation of local economy 0.417* 0.210 0.080

Low price 0.498** 0.380 0.033

Accessibility 0.435* 0.339 0.067

Variety of items 0.323 0.366 0.378

loglikelihood ratio: 61.43***

***Note: significant 1% 

**Note: significant 5% 

*Note: significant 10% 

<Table 6> Logistic Model Analysis Result

즉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안성 로컬푸

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향을  수 있는 요

한 요인은 “우수한 품질”, “ 렴한 가격”, “ 근성”, “지역

경제활성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우수한 품질”, “ 렴한 가격”, “ 근성”, “지역경

제활성화”의 모든 추정계수는 (+)부호로 분석되었으며

(<Table 6>참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이 우

수할수록 소비자 구매의향이 높아지고, 가격이 렴할수

록 소비자 구매의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 근성

이 좋을수록 소비자 구매의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활성

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구매의향

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건강하고 안 한 먹거리를 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각 지역별로 로컬푸드 련 소비자 

니즈를 반 하려는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향후 안성 로

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한 안성 로컬푸드의 나아갈 방

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사에 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둘째, 도출

된 안성 로컬푸드에 한 내․외  요인이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결정에 직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표는 안성 로컬푸드 소비자가 

로컬푸드 구매를 결정하는 데 결정 으로 향을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먼  로컬푸드 구매

를 유발하는 속성을 악하는 것이 요한데 로컬푸드 

소비자 구매유발속성을 도출하기 해 련 선행연구를 

실시하 으며, 추가 으로 로컬푸드에 한 정 인 이

미지와 부정 인 이미지에 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7가지 구매유발속성인 “우수한 품질”, “안 성”, “건강에 

좋음”, “지역경제활성화”, “ 렴한 가격”, “ 근성”, “다양

한 품목”이 도출되었고 이 속성들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결정에 가장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우

수한 품질”과 “ 렴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

연한 결과로 단되지만 이를 해석해 보면 근거리에서 

당일 생산하여 매되는 로컬푸드는 특성상 신선할 것이

고, 유통비용 감으로 가격이 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 심리를 그 로 반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7가지 구매유발속성  “ 근성”과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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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성화”가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근성이 매우 요하다는 소비

자 니즈가 반 된 것인데 소비자 근성을 높이기 해

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를 확 하고 생산자가 직  

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 을 확 해야 한다. 한 

로컬푸드 소비가 지역경제활성화, 즉 지역농민에 도움을 

 수 있다는 소비자 인식이 반 되어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 다음 4가지 속성 “우수한 품질”, “

렴한 가격”, “ 근성”, “지역경제활성화”를 발굴하 다. 

즉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렴한 로컬푸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서라도 로

컬푸드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안성 로컬푸드에 한 소비자 구매의사  구매

결정요인 연구의 결과를 반 하여 수요자 지향 인 상품

을 생산한다면 농가소득증 를 기 해 볼 수 있으며, 안

성 로컬푸드 소비확 를 통한 안성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안성지역 맞춤형 푸드

랜 정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안성지역 맞춤형 로컬푸드  지역농업 활성화,  

푸드 랜 정책마련을 해서는 생산자특성과 소비자특

성을 연계한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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