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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져,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도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尹世久 等，

2012). 식품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식품 안전은 경제발전 및 정치안정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 최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국 정부에서도 무공해식품, 녹색식품과 유기농식품의 

상호 보완적인 안전식품인증체계를 구축해 왔다(尹世久 等，2012). 중국 중류화샤

(中绿华夏) 유기식품 인증기구도 마련되어 많은 식품을 인증하였고, 2011년 말까

지 국내 유기식품 판매액이 92억 RMB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국들의 판매액

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谢玉梅，高芸，2013). 

  중국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구매

율이 낮은 원인을 연구하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대부분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

나 생산자의 문제를 검토할 뿐, 미시적인 시각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영향 

요인이나 행동 행태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杨伊侬，2012).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을 제품 구매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여기는 것은 

새로운 기술 제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기본 영향요인과 유사한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의 개발을 참고하여 유기식품 구매 연구에 맞춘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할 모델이 유기식품 구매에 

대해 갖는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유기식품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Schwartz(1992, 1994, 2012)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인류 가치관의 한 가지 특

징인 것을 확인하였다. Schwartz의 가치관 이론 중 변화수용성을 사용하여 유기식

품 수용 연구 모델에서의 조절효과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변화수

용성에 해당하는 가치관이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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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기식품의 안전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지불의

사에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 평의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기식품 수용 연구 

모델이 적합한지, 그리고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조절효과인

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가

[연구문제3]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변화수용성의 조절효       

             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상하이에 거주

하는 소비자 총 401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인

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직업, 유기식품 구매경험 유무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리미엄 가격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 상태와 유기식품 구매경험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선행연구(靳明 等, 2008; 王芳 等, 2008; 王兆丰 等, 2007; 曾, 2007)에서 제

시한 바와 유사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수준이’약간 그렇다’, 지각된 

접근편의성 수준이 ‘보통이다’로 모두 높지 않았다.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통

해 중국 소비자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별, 유기식품 구매경험 유무, 지각된 유용성이 있었다. 즉, 남성이고, 유기식품 구

매경험이 있을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높아지며,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기식품의 유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높

아진 것을 보였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성된 네 개 집단에서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프리미엄 가격을 지

불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격이 증가할수록 유기식품에 대해 더 높은 프리

미엄가격을 지불할 확률의 배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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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의 전반적인 수준은‘보통이다’로 높지 않았다.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 집단 간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

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었다. 또한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

용의 고저 집단 간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변화

수용성이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

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프

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이 높

으면 중국 소비자의 프리미엄 지불의사도 높아진 것을 보였으며, 변화수용성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또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구매의 중요한 장애 요인인 프리

미엄 가격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구매의도보다 프리미엄 지불여부와 프리미

엄에 지불 가능한 가격까지 추정하여 구체적인 구매의도를 측정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구매의도를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소비

자 교육자들과 유기식품 기업들이 관련된 교육 방안이나 실천 전략에 바로 적용 가

능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화개방성, 

        프리미엄 지불의사

학  번:  2012-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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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2008년에 중국의 유명 영아용 분유 브랜드 “산루(三鹿)”에서 멜라민이 발견되

었다. 또한 패터리는 2011년에는 육가공제품“쐉훼이(双汇)”와 “클렌부테롤”에

서 세균 규정 기준이 초과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하식용유를 재사용한 사건과 

2013년 양고기를 쥐고기로 대체하는 사건 등 식품안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식품 안전 문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량생산 방식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여겨져, 소비자들이 자연 규율과 생태학 원리에 따라 지속 발전 가

능한 농업 생산 기술을 채택하는 생산 방식인 유기식품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

다.

  식품안전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식품 품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생태적 의식도 많

이 강해지고 있다(尹世久 等，2012).

  식품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경제발전 및 정치안정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 식품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세기말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무공해식품, 녹색

식품과 유기농식품의 상호보완적인 안전식품인증체계를 구축해왔다(尹世久 等，

2012).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중앙 1호 공문에서도 무공해농업제품, 녹색식품, 유

기농식품과 같은 안전식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녹색 및 유기농제품의 생산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谢玉梅, 高芸，2013).

  중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중국 중류화샤(中绿华夏) 유

기식품 인증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은 828개에 달하였고, 제품 수는 2947개가 

되었으며, 인증된 유기농식품 생산 토지 면적이 총 284만 헥타르까지 확장되었고, 

총 생산량이 211만 톤이며, 제품 판매액이 61.7억 RMB, 수출 총액이 3.6달러를 

돌파하였다(中国有机农业网-중국유기농업망, 2012). 그리고 2011년 말까지 국내 유

기식품 판매액이 92억 RMB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기농제품 소비액이 가

장 큰 미국,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판매액을 비하면 중국의 유기식품 소비

액은 미미한 수준이다(谢玉梅，高芸，2013). 

  중국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구매

율이 아직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자들이 유기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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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연구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중국내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거

시적인 시각에서 정부나 생산자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뿐 미시적인 시각에서 소

비자 구매의 영향 요인이나 행동 행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杨伊

侬，2012). 

  유기식품과 같은 안전식품(화학합성물질을 제한적으로 사용)인 녹색식품, 그리고 

일반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 인식 및 

지식, 소비자 태도, 개인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시장 요인, 그리고 정치, 경험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고 있다(박소진·유소이, 2007; 박진영, 2012; 서보원, 

2010; Sinne et al., 2013;  Zhu et al., 2013; 周旭平，2011；杜鹏，2012; 胡士

磊，2012；王芳，2008；王兆锋，2007；张婷，2010； 张晓霞，2006； 曾, 

2007). 그리고 그 중의 반 이상의 연구가 합리적 행동이론 및 계획적 행동이론 모

델만 적용하여 유기식품 구매를 연구하였다(박소진·유소이, 2007; 서보원, 2010; 

Jin&Zhao, 2008; Zhou et al., 2013; Zhu et al., 2013; 杜鹏，2012; 胡士磊，

2012；张婷，2010). 

  유기식품 구매 영향요인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자신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에 의해 유기농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尹世久, 2008)에서도 소비자가 안전식품(유기농

식품, 녹색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접근편의성이 직접 구매행

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 네트워크와 편의시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소비자들이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을 제품 구매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여기

는 것은 새로운 기술 제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기본 영향요인과 

유사하다.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 및 계획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수용모델을 참고하여 유기농식품 구매 연구에 맞춘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

의 유기식품 구매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접근편의성을 주요 영향 요인으로 선정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유

기식품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영향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기식품은 생산 과정의 투자 및 인증 시스템 때문에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많은 실증적 연구(Magnusson et al., 2001; Richard et al., 2005; 

Zhou et al., 2013 등; 王霞 等, 2009)에서 유기식품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구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

불의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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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artz(1992, 1994, 2012)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인류 가치관의 한 가지 특

징인 것을 확인하였다. Zhou et al.(2013)는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의도에 

대한 가치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Schwartz의 가치관 이론 중 변

화수용성을 사용하여 유기식품 수용 연구 모델에서의 조절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

다. 즉, 변화수용성 가치가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식품의 안전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유기식품 수용 

연구 모델이 적합한지, 그리고 변화수용성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조절

효과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기식품 구매에 관한 연구 모델을 설정하고, 유기식품 구매의사결정

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유기

식품이 다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지역을 상하이로 선

정하였다.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빠르고 대표적인 도시가 상하이이기 때문에, 

상하이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치관, 특히 신개념 식품을 수용할 때 많이 고려하

는 변화수용성 가치관이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기 원하는 가격까지 추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유기식품 구매 연구에 포함된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측정하

는 데 있어 널리 사용되는 합리적 이론모형과 계획된 이론모형 외에 이러한 모형에

서 파생된 기술수용모형을 참고하여 개발한 유기식품 수용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유기식품과 기타 안전식품 구매의도와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

한 변수로 취급되지 않았던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행동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중국 소비

자의 개방적 가치관을 본 연구에서는 변화수용성으로 정의하고,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소비

자의 유기식품 소비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풍부한 변수를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

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에 관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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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어, 중국 정부에

서 상관 정책 및 방안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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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검토할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조절효과로 작용하는 변화수용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유기식품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유기식품을 포함한 안

전식품(녹색식품) 등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유기식품 구매의도로서의 프리

미엄 지불의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유기

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그리고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와 

이러한 요인들로 구성된 연구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의 개발과 주요 요

인, 이 모델의 조절변수 중의 하나인 개인 혁신성을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

다.

제1절 유기식품

1. 유기식품의 개념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에서는 기술이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칙이나 ‘유기적 철학’을 강조한다. 즉, ‘생물학적’이나 ‘자연’ 생산 

시스템과 ‘녹색’이나 ‘환경 친화적’과 같은 성격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기식품 

생산 과정에 제한된 인공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들의 보편적 철학

을 강조하는 것이다(Yiride et al., 2005). 

  Yiride et al.(2005)의 정의가 철학적 시각에서 유기식품을 다루고 있다면, 국내

외 학자들과 FOA나 WTO 등의 기구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유기식품은 국제 유기농업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가공하여 독자적인 유기농업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가리킨

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1999년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포장 및 판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제

유기농업연맹(IFOAM)은 유기식품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원

료는 기존의 유기농업 생산체계에서 가져오거나 유기 방식으로 자라난 야생 자연자

원을 활용한다. 둘째, 제품은 가공, 포장, 저장, 운송의 유기식품 기준을 지킨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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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자   기구 정의 내용

정부

중국 정부

유기 농업과 유기 식품 생산, 가공 기준에 의하나 생산 가공

을 통해 유기 식품 인증 조직에서 허가를 받아 인증 증서를 

받은 제품을 유기식품이라고 부른다. 

한국

유기식품은 유기토양에서 퇴비와 부식토를 이용하고 성장단

계에서 화학비료,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살충제의 오염이 

없이 유기적으로 재배, 수확한 농산물이다.

국제

기구

WTO식품법

유기농업은 현지의 자연 조건을 고려하는 전제 및 낮은 외부 

투입과 인공 합성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에

서 생물의 다양성을 촉진, 증가시키면서 생물 순환과 토양 생

물을 활성화 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IFOAM

유기식품 재식 기준과 생산가공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하며 

유기식품 인증기구의 평가를 통해 인증 마크를 받은 식품과 

농산품을 가리킨다. 

OFDC

유기농업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고 유기 인증 기준에 의해 생

산, 가공, 그리고 유기식품 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은 농산품

과 기타 가공식품을 뜻한다. 

째,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통제 체계를 갖추고 생산 및 판매기록이 있어야 하

며 독자적인 인증기구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편, 중국과 한국의 식품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인식된 유기식품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다시 유기식품의 정의를 비교하고 정리하면 아래 [표2-1]와 같다

[표 2-1]유기식품의 정의 비교

  중국 정부에서 정의한 유기식품은 유기농업, 즉 유기농식품 및 유기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하고 관련 제 3자 인증기관에서 유기인증을 받은 식품인 반면에 한국에서 

유기식품은 보통 유기농식품을 가리키고 유기농식품과 유기가공 식품을 명확히 구

별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유기가공식품이란 한국 <친환경농업육성

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되

는 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비유기 

원료와 철저히 구분해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다룰 유기식품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유기식

품이란 국제 재식 기준과 생산, 가공기술 규범에 따라 원료는 기존의 유기농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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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계에서 가져오거나 유기 방식으로 자라난 야생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제품은 가

공, 포장, 저장, 운송의 유기식품 기준을 지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통제 체계

를 갖추고 생산 및 판매기록이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중국 유기식품 인증센터(중국 

유기식품 발전 센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중국 농업부)인증을 거친 식품이

고 농산품과 유기적으로 가공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그림 2-1] 중국 유기식품 인증 마크                               

         

2. 특성 및 기술로서의 특징

  유기식품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식품이 유기식품이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제품의 

다양한 특성(가시적과 비가시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Nelson(1970)와 

Darby(1973) 등은 처음으로 이 현상을 신빙성 특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유기식품

은 신빙성 제품으로서 정보의 소통이 비대칭적인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기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심지어 구매나 사용 후에도 알아낼 수 없다. 소비자들에

게는 단지 그 제품이 유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유기식품의 특성은 보편적인 특성과 상품특정적인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편

적 특성은 인류 건강, 환경적 영향, 그리고 농장 동물 보호 방면과 같은 식품 안전

과 관련이 있으며, 상품특정적인 특성은 영양적 가치, 맛, 신선함 등의 변수가 포함

되어 있다.

  유기식품과 관련된 특성을 시각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이 식품이 일반식품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구매 하지 않

는 원인은 그것이 일반식품보다 크게 낫지 않다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유기적으로 성장한 식품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우수한 점이나 두 



- 8 -

식품 간의 차이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검토해 왔다. 예를 들어, 유기식

품과 일반식품 간 차이의 존재여부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각에서 모두 검토한 몇

몇 연구가 있다. 그 중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일련의 생물물리학적․화
학적 특성과 소비자 선호, 가격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유기식품의 특성 및 기술로

서의 특징의 유기식품 구매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기술적 제품 구매에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수용모델의 기초 이론 및 변수를 참고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2절 기술수용모델

1.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은 Davis(1989)가 합리적 행동이론(Ajzen&Fishbein, 1980)을 기

반으로 개발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다. 기술수용모델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은 소비자가 그것을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느낄수록, 또한 현재보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였을 때 자신의 노력이 

적게 들 것이라고 기대가 될수록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상훈·

임수현, 2011). 기술수용모델에서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많은 연

구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와 의도, 그리고 이용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Adams et al., 1992). 여기의 지각된 유용성은 조직구성원

이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특정 시스템에 의해 작업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믿음

의 정도를 뜻한다(Tornatzky&Klein, 1982). 그리고 기술수용모델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조직구성원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력 없

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말한다(Davis, 1989). 즉,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의도, 행동에 영

향을 미치며, 이중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지각된 유용성은 직접적으로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

인 기술적용모델이다.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 요인은 근본적으로 기술수용모델에서 태도, 의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Tornatzky&Klein, 1982),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한 시스

템을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 간에 능력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Venkatesh&Brow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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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태도와 의도, 행동을 본 기본적 기술수용모델

    자료출처: Davis(1989)

 Kotler et al.(2003)는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식품을 검토

할 때 소비자의 반응을 연이은 구매행동으로써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대

신에 선호도가 시장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

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Kai Sparke&Klaus Menrad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

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관련 선호도를 통해 접근하는 것보다 완전한 수용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용은 어떤 주체나 물건이 소비자에게 

인가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Baker&Burnham(2001)는 유전자 조작 생물

(GMO)식품에 대한 수용 측정 연구를 진행하였고 측정방법은 개인의 부분 가치 유

용성의 계산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격이 일반식품보다 높은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과 

구매의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수용모델의 개발과 주요 요인들을 참고하여 유

기식품 수용 모델을 개발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혁신성의 조절효과

  Agarwal&Prasad(1998)는 기술적용모델에서의 관계 구조를 조정하였는데, 그 

것이 바로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개인 혁신성이다. 개인 혁신성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다.

  Agarwal&Prasad(1998)는 개인의 혁신성을“개인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하

려는 개인적의지”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의 혁신성은 IT기술에 관련된 정보기술혁

신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혁신성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적 혁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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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높은 사용의도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 

역시 개인의 혁신성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서 개인적 특성의 변수로 지지하고 있

다(Lewis, 2003; 서창교·성석주, 2004). 김태문·한진수(2009)는 용이성은 유용

성과는 달리 교육의 정도, 두려움, 개인의 혁신성과 같은 내재적 동기나 숙련도, 경

험 등과 같은 이용자의 내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상훈·임수현

(2011)은 ‘행동 맞춤형 광고의 수용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에서 개인의 혁신성 척도 문항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

법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첨단의 유행을 따르는 편이다’, ‘나는 주의

사람들보다 앞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편이다’,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면 궁금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등을 사용하였다.

  혁신성을 기술수용모델에서 조절변수로 삼는 구조가 이미 혁신 방사 연구

(Rogers, 1995)와 마케팅 분야(Flynn&Goldsmith, 1993; Midgley&Dowling, 

1978)에서 연구되었다. 개인 혁신성의 조작적 정의는 개인의 혁신에 대한 수용 의

사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한 사람이 혁신을 일찍 수용하면 혁신적인 것으로 특

징을 지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글로벌 혁신성과 영역특수적 혁신성 간의 구분

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Flynn&Goldsmith, 1993). Agarwal&Prasad(1998)는 

영역특수적 혁신성으로서의 개인 혁신성을 정보기술 분야에서 “모든 정보 기술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의사”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논의는 정보기술 개인 혁신성을 

기술 수용 행동의 핵심적인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제의하였다. 정보기술 개

인 혁신성은 인식의 선행변수의 조절변수로서 인식의 발전을 조절하므로, 정보기술 

개인 혁신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개인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Dabholkar&Bagozzi(2002)는 혁신성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 기초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싶어 하며,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Leavitt&Walton(1975)는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갖

는 소비자들이 보통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면서 “정보를 건설적으로 사용한다”

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Schwartz 가치관 이론 중에 변화수용성의 자율 가치관의 특징

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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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기식품 구매의 영향요인

1.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

  중국에서 유기식품과 녹색식품을 포함한 안전식품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杜鹏，2012; 胡士磊 等, 2012; 靳明 等, 2008； 王芳 等, 2008; 王军, 

2009； 王颖 等, 2008; 王兆丰 等, 2007;  谢玉梅 等, 2013; 曾 等, 2007; 张婷, 

吴秀敏， 2010； 张晓霞 等, 2006 ). 杜鹏(2012)는 고객의 체험 시각에서 실험법

을 이용하여 고객체험이 소비자의 녹색식품 지불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谢玉梅 等(2013)는 중국 우시(중국 동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식품에 대

한 인기도와 구매행동 간 관계를 로지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유기식품에 대

한 인지도와 가격 수용도가 유기식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밝혔다. 扬伊

侬（2012）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기식품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모형을 세우고 

도시 소비자가 유기 채소에 대한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였는데, 

유기식품 인지도와 안전에 대한 요구, 지각된 가치, 태도 등의 요인들이 유기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밝혀냈다. 王颖 等(2008)도 소비자 유

기식품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연구에서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유기식

품 구매행동과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줬다. 曾 等（2007）는 소비자의 

녹색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연구를 통해 베이징 소비자들이 녹색식품에 대한 인

지도가 낮은 편이고 녹색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胡士磊等(2012)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소비자 개인의 식품의 품질과 안전

성에 대한 관심도가 녹색식품 인지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냈

다. 王兆丰 等(2007)는 소비자 녹색식품 구매의사결정 연구모형을 중요시하고 합

리적 행동이론(Ajzen&Fishbein, 1975)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의식과 소

비의사, 구매행동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혔다. 张婷, 吴秀敏 (2010)도 합리적 행

동이론에 기초하여 소비자 녹색식품 구매행동을 분석하였다. 王霞 等(2009)의 중

국 소비자 유기식품에 대한 태도 실태조사에서는 유기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가 1.25% 밖에 안 되고, 그 원인을 가격 요인과 접근편의성으로 제시하였다.

  그 밖에 선행연구에서 검토해 본 영향 요인들에는 지각된 가치, 신뢰도, 건강관

심, 윤리적 관심(환경 관심), 편의성, 프리미엄 지불의사,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

식, 위험지각, 주관적 규범, 부정적 감정반응, 지각된 행동통제(가격 등) 등이 있었

다. 박소진과 유소이(2007)는 개인적인 특성요인으로서 건강동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 건강식품 및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식품선택의 중요성, 유기농 식품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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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와 구매행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인과관계 모델을 제시하였고, 결과가 개

인의 건강동기수준과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식품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Justin&Fyoti(2012)는 건강 유익성과 접근 가능성이 소비자가 유기식품 구매행

동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지각된 유용성

  건강 태도와 환경 태도는 소비자의 녹색식품 지불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

다(杜鹏， 2012). 유기식품이나 비유기식품의 선택 여부는 유기식품의 건강 효과

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유기식품을 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인

식하는 가구주는 다른 가구주보다 더 유기식품을 구매하고 싶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갖는다(Andersen, 2007). 

  소비자의 선택은 많은 요인에서 영향을 받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환경이나 다

이어트 등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 Brugarolas& 

Rivera(2005)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주도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Grossman(1972)는 인간 건강의 악화가 소

비자들의 유기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좋은 건강에 투자하기 위해 유기식품을 구매한 것이다. Davi

es(1995) 등은 인간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건강 식자(Health eater

s)”로 부른다. 여러 연구에서 건강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동기로 여겨진다(Grossman, 1972; Schifferstein&Oude Ophuis, 1998). Justin

&Fyoti(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6%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 유익

성은 소비자 유기농식품 구매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건

강이 유일한 요인인 것은 아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 유익성을 핵심적인 동기로 

삼으나 다른 어떤 연구(Tarkiainen&Sundqvist, 2005; Michaelidou&Hassan, 20

08)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건강 유익성은 유기농식

품의 구매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을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재활용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 및 행동의도와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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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연구가 있다. Ellen et al.(1991)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일반적인 태도가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구매, 재활용, 환경단체 기부, 환경단체 참

여, 정치인과의 대화, 공적인 청문회의 참석 등과 같은 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알아냈다. 또한 Ellen(1994)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재활용, 

자원절약, 정치적 활동의 유의한 예측변수임을 밝혀냈다. 그 밖에 생태학적으로 포

장된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해 주는 변수들을 

탐구한 연구에서는 생태의식적 삶에 대한 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과 내적 통제력이 중요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에 관심

이 많은 사람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가 있었다. 박소지·유소이(2007)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유기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였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식품선택의 중요성과 건강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또한, 평상시 식품을 선택할 때 건강과 환경 친화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소비

자들은 유기농식품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기농식품의 구

매빈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볼 지각된 유기식품의 유용성은 지각된 

건강유익성과 환경유익성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 요인이 된다. 

2) 지각된 접근편의성

  일반 대형마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기식품의 인기를 의식하여 유기식

품을 그들의 식품 선반에 올려놓았다.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일반 

대형마트와 큰 전통시장, 게다가 전문매장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유기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에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Dettmann&Dimitri, 2007). Davies et al.(1995)는 접근 가능성도 소비자들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중요한 구매 동기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Justin&Fyoti 

(2012)의 연구에서는 유기농식품에 대한 접근 불가능이 소비자들이 유기농식품을 

구매 하지 않는 요인(높은 가격, 맛, 인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식품선택동기 연구에서 분류유형에 따라 편의성과 기분, 감각적 소구, 친숙성이 

예방할 수 있는 식품선택기준이다. Steptoe외(1995)도 식품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에서 건강관심과 더불어 체중조절, 천연 성분, 윤리적 관심, 편의성, 기분, 감각적 

소구, 친숙성 및 가격의 중요성 지각의 개념들에 대해 구체적인 문항들을 개발하여 

측정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소이·윤하영(2009)도 식품선택동기와 유기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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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선택 연구에서 편의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평상시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상

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와“평상시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항을 

편의성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연구 결과로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중요하다고 지

각할수록 식품선택 동기에 있어서 편의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확률이 증가함을 나

타냈다.

  또한, Young et al.(2012)는 녹색식품의 구매행동을 위해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Seyfang(2006)도 지역 녹색식품 네트워크와 같은 조건들이 구매

의도가 있는 소비자가 구매행동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학자들도 접근편의성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Zhang&Xu는 대부분(70%)의 소비자가 한계가 있는 녹색식품 구매 채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고 59%의 소비자가 녹색식품의 종류와 선택의 부족을 지각하였다

는 결과를 밝혔다. 尹世久（2008）는 녹색식품의 구매 편의성은 소비자의 구매의

사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중국에서 안전식품의 공급자(생산자)는 전통 농산품 

시장이나 개인 판매점보다 상대적으로 조직화 수준이 높은 소매 상가를 선호한다는 

점도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구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2. 변화수용성

1) 가치 및 Schwartz의 가치이론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은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

화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가치 개념의 중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황민우·정헌배, 2007). 특히 1973년 Rokeach의 연구 이후,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Kahle(1996)은 가치는 사람들의 경험과 배우는 과정의 의미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지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가치는 “특정 상황이나 즉각적인 목표를 넘어서 

보다 궁극적인 존재의 최종상태(end-states)에 이르도록 행동과 판단을 이끄는 지

속적인 신념”으로 정의된다(Rokeach, 1969).

  가치란 세계를 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 정의 될 수 

있으며, 정유정(2007)은 가치란 “인간 행동을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 생각으로

서 개인, 집단, 사회가 옳고,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념과 원리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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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가치에는 목표설정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바람직함’ 

혹은 ‘중요함’과 관련된 의미가 필수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행동의 변화

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가치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으

로서 우리 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판단의 기준

이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이끄는 기준의 집합으로서 기치관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관습, 환경, 가족, 친구, 교육, 그리고 경험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지만, 학습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내면화되어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며, 일단 형성되면 궁극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Rokeach(1973)는 이러한 가치의 속성으로 “첫째, 가치는 가변적이지만 비교적 

지속적이다.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목표가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

되는 신념이다. 셋째, 행동의 양식이나 생활의 목적상태 즉, 최종적 가치이다. 넷째, 

가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네 가지를 제시

하였다. Posner&Munson(1979)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가‘개인이 옳거나 

바람직하거나 공평하거나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현상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Homer&Kahle(1988)는 사회적응론의 관점에서 개인가치를 ‘사회적 

인식으로 작용하는 가장 추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적응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치는 자기행동의 내적 기준이 되어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치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가 비슷하면 행동도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치는 일반적이고, 그런 까닭에 다양한 신념과 행동에 동시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Rokeach, 1973). 이것은 가치가 다양한 주

제로 연구되어 온 인간 행동의 중요한 변수라는 김연신(2004)의 주장과도 일치한

다. 

  한편, Feather(1995)는 특정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대안을 피실험자

에게 제시한 후,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피실험자가 자신의 가치와 일

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안을 더 선호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Feather는 이처럼 

소비자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대안이 제공하는 

유인가(valence)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유인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삶을 주도하는 원칙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

요성에 있어서 다양한 이상적 목표라고 볼 수 있고(Roeach, 1973), 혹은 어떠한 



- 16 -

행동과 결과를 선택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최종 행동을 결정하도

록 예상하도록 예상되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Junaedi(2007)는 사람의 가치와 가치시스템은 자선활동, 메스미디어 소비, 담배

소비,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중독과 같은 일상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문적인 가치는 그의 소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매행동과 가치관 간의 중요한 상관성을 밝혀냈고 가치가 소비자의 다른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구매행동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chwartz&Bilsky(1990)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개

인에 대한 사회제도적 요구 등을 총합하는 인간요건에 대한 인식적 표현으로 가치

를 정의하였다. 환경 의식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치의 역할은 개인적 가치

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개발한 

Schwartz(1977)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Schwartz의 모델은 가치-태도-행동의 전

형적인 모형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환경 친화적 행동

을 예측하는 데 Schwartz 모델을 사용하였다. 

  Schwartz(1992)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57개의 대표적 가치들을 측정하는 

Schwartz 가치설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해 

유사성구조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SSA)을 통해 모든 사회에서 구별

되는 10개의 보편적인 가치유형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가치

항목들을 구성하여, 그 가치영역들의 동기적 목표들 간의 내재된 갈등, 또는 공존에 

근거한 특정한 가치구조를 제시하였다. Schwartz의 10개의 가치유형 및 그들의 관

계구조는 다양한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되고 있다. 

  Schwartz(1992)는 가치의 동기영역을 자율(self-direction), 보편주의

(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 전통(tradition), 동조(conformity), 자극

(stimulation), 쾌락(hedonism),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안전

(security)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10개의 가치 유형은 다시 자기증진

(self-enhancement) vs.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보전(conservation) 

vs. 변화(openness to change) 등 4개의 가치범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 양극

의 가치차원은 Schwartz(1992)의 가치구조에서 기초적인 개념이다. 

  Schwartz 모델에 따르면, 개인적 가치는 태도와 행동을 위한 자극적 토대이며, 

환경 친화적 행동은 다른 종의 복지를 위한 이타주의적 가치 지향과 같은 의미인 

개인의 일반적 지향성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누군가의 태도는 결정을 내리는 전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

한 가치는 태도나 행동과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고 추상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



- 17 -

으로 가치는 태도를 통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인 인식이기 때

문에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 소비자에 대한 Hofstede(1980)와 Schwartz(1994)의 가치의 심리평가적 

타당성 검토 중에서 Schwartz의 가치 척도가 더 적절하며 중국 소비자의 럭셔리 

상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요인이 더 많다(권력, 자극, 안전)는 결

과가 밝혀진 바가 있다. 이 결과는 Schwartz(1994)의 가치 구조는 

Hofstede(1980)의 것보다 비직업관련 맥락에서 더 적절하다는 관점을 지지하였

다.

  수많은 후속 연구가 가치관이 일정한 양의 유기식품을 식용하는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의 결정에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Homer&Kahle(1988)은 쾌락과 자극 같은 가치관이 영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줬고 Povey 등도 환경주의와 인도주의 가치가 채식 다이어트 채

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Verbeke&Roosen(2009)는 지속가능한 소비 의도는 태도에 달려 있으며 신념 및 

사회 규범은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것을 보여줬고, 개인적인 가치는 조절적 

역할을 하여 가치관의 차이는 태도와 결정에서 다른 영향 효과를 낸다는 점을 밝혀

냈다.

  게다가 많은 연구들이 유기농음식을 포함한 음식 생산 내에 근본적인 가치-태도 

구조가 드러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Grankvist&Biel, 2001; 

Magnusson&Hursti, 2002). 그 사례로 LOV 가치관 도구를 사용하여 자존적 가치

관이 그리스 소비자의 유기농식품 제품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선행연구가 있었다. 

  

2) 변화수용성(혁신성)의 조절효과

  Neuman(1986)의 연구에서도 가치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

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Laroche et el. (2001)은 가치는 기대하는 목

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삶을 이끌고, 특별히 환경 친화적 행위를 이해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몇몇의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환경 친화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 개인적 가치가 중요한 변수

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선행연구가 있었다(安美玲， 2009； 程园
园， 2007； 岳宏杰， 2008). 따라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개인 가치을 파악하는 

것은 구매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정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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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p(1996)의 연구에서는 Schwartz의 가치 척도를 이용하여 친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역할을 알아보았는데 연구 결과, 환경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로는 자기초월/변화개방적과 보편주의/생태주의가 나타났다.

  Schwartz(2012)의 기본 가치의 정리 연구에서 변화수용성은 자율과 자극 두 개 

하위 가치로 구성된다. 자율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선택, 창의적이고 탐험적인 것

으로 정의되었다. 자율 가치는 통제와 지배의 생명체 욕구 및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파생된 가치이다. 창의성과 자유, 자기의 목표 선택, 호기심, 독립성을 강조하며 자

기존중과 지능,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극은 흥분과 새로움, 인생의 

도전으로 정의되었다. 자극 가치는 협박이나 활동의 등급보다 최선과 긍정을 보존

하기 위해 다양화와 흥분을 위한 생명체 욕구에서 파생된 가치이다. 이러한 욕구는 

근본적인 자율 욕구들과 관련이 있다. 자극은 생활의 다양성과 흥미진진한 인생, 용

감함을 강조한다.

  Schwartz의 가치연구들은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마케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SVS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경로가 ‘자아증진-자아초

월’차원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었지만, ‘변화에 대한 개방-보수’로 구분되는 차원

은 확인만 가능할 뿐 ‘자아증진-자아초월”의 차원처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

다. 또한, Schwartz의 연구에서 제시한 57개의 가치항목들 중에서 6개의 가치항목

이 다른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VS 문항들이 특정 상황이나 행

동에 기초해 기술되기 보다는 추상적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고

도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여 응답자들의 추상적 사고 능력이 저하될 경우 측

정도구의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Schwartz의 다른 연구들

에서도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한계에 따라 특정상황 기술형 설문지인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PVQ)가 추가로 개발되었다.

  Schwartz et al.(2001)의 PVQ는 가치이론의 10가지 가치에 기반을 둔 40명의 

다른 사람을 간략히 묘사한 40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묘사는 가치의 중요

성에 대해 함축적으로 향해있는 개인의 목표 혹은 열망을 기술한 것이다. 응답자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묘사를 비교해서 대답하게 하는 것은 

응답자들이 묘사된 개인적 측면에만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유사점 판단이 오직 이

러한 가치관련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19 -

번호 가치유형 정의 대표적 가치항목

1
쾌락

(hedonism)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쾌락, 즐기는 삶, 방종한

2
성취

(achievement)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영향력 있는, 야심찬, 유능한, 

지적인, 성공적인

3
권력

(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사회적 힘, 부, 권위, 사회적 

인정, 체면을 유지하는

  PVQ는 개발된 이후로 폭넓게 확대되어, 국제적으로 가치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

하는 다양한 과학적 분야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VQ에 사용되는 

10가지 가치 중에 개방수용성(openess to change) 가치를 적용하였다. 

[표 2-2]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한 개방수용성(openness to change)의 항목 

자료출처:  Schwartz(1994)

3. 인구통계학적 변수

 소비자 연구와 관련된 경험적 문헌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연령과 성별, 학력, 수

입 수준, 가족 규모, 소비자의 의식과 인식, 제품 가격, 맛, 사이즈, 신선함, 그리고 

청결함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지

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 소비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유기

농식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보다 높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 결과

와 일치하는 연구로 Liu et al.(2009)는 연령과 소비자 지불의사 간에 U 모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해냈다. 즉, 무첨가제 식품에 대한 지불의사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

지만 한계치 연령을 초과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가 감소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연구(Williams&Hammitt, 2000/2001)의 결과가 특히 여성이 보다 

높은 안전 식품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Darby 

et al.(2008)와 Liu et al.(2009)는 교육과 지불의사 간의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해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수입이 안전식품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Liu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안전식품에 대한 지불의사와 수

입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밝혀졌는데, 이는 소비자가 수입이 많아질수록 지불의사

가 증가함을 뜻한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Darby et al., 2008; Vo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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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수입이 소비자의 유기농식품 지불의사에 미치는 유의미적인 영향을 발견

하지 못했다. 

  중국 학자들도 중국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수준, 직업, 유기농식품 구매경험 여부 등의 요인이 안전 식품(녹색식품, 유기

식품)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杜鹏，2012; 胡

士磊 等, 2012; 靳明 等, 2008； 王芳 等, 2008; 王军, 2009； 王颖 等, 2008; 王

兆丰 等, 2007;  谢玉梅 等, 2013; 曾 等, 2007; 张婷, 吴秀敏， 2010； 张晓霞 

等, 2006; ). 靳明 等(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색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프

리미엄 비용 지불의사가 학력, 수입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王

军(2009)는 소비자의 안전 인삼 제품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 관련 연구를 통해 연

령, 가정소득 수준, 가격 등의 요인과 인삼 비용 지불의사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밝혔다. 王芳 等(2008)는 녹색식품의 지역별 구매 행동 연구에서 연령

은 부정적, 학력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기혼과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녹색

식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王兆丰 等(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의 영양과 가격, 안전 등의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함을 밝혔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녹색식품에 대한 수용도 보다 높은 편이었다. 张晓霞 等

(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입은 녹색 쌀의 구매의사와 긍정적인 관계, 식품 

구매의 빈도는 녹색 쌀의 구매의사와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胡士

磊 等(2012)도 학력이 높고 기혼인 소비자가 녹색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王颖 等(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유기식품을 지

불할 확률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王霞 等(2009)는 남성 소비자의 학력과 직업 요

인이 유기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谢玉梅 等(2013)의 검토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유기식품을 선택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있어서 인구통계학

적 요인들의 영향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결혼상태,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식비, 그리고 구매경험이 있는

지 등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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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중

국 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또한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실증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의 구성과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가?

       2-1.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2.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중국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변화수용성의 조절효      

              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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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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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각 척도들에 대해 설

명한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하고 개발하였다. 각 척

도의 안면 타당도를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계

수를 이용하여 검증했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가 유기식품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과 접근편의성을 알아보

고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Schwartz의 가

치 중에 변화수용성 가치가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토하

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성

인남녀이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최종학력이 높은 

편이나 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운지원싱

(问卷星, http://www.sojump.com)에 의뢰하여 설문 응답자가 스스로를 평가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설문지는 총 500부를 회수했고 최종분석에서는 부실기재 및 분석 요구에 따라 

99부를 제외하고 총 401부를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 접근편의성, 변화수용성 및 프리

미엄 지불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1) 지각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을 지각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

용성 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느낀 건강에 대

한 유익 정도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유익 정도를 말한다. Davis(1998)와 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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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2012), 이현미(2008)가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유용성 척도를 참고하고 수정

하여, 7개 측정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계수는 .931

로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2) 지각된 접근편의성

  유기식품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Venkatesh&Davis(2000)와 Davis(1989), 최원식(2013), 김상훈·임수현     

(2011)은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용이성 척도를 참고하고 수정하여, 7개 측정문

항이고 7점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910로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3) 변화수용성

  Schwartz et al.(2001)의 가치관 이론에 따라 변화수용성은 자율과 자극 두 개 

하위 가치관으로 구성한다. 자율은 자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특성은 자유, 자존감, 프라이버시, 창의성,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

인, 호기심 있음 등이 있다. 자극은 흥분하고 신기로우며 도전을 하는 것으로 정의

하며 특성은 다채로운 삶과 재미있는 삶에 대한 추구, 대범한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Schwartz et al.(2001)가 개발한 PVQ 가치관 척도를 사용하고 자

율 및 자극 가치관으로 구성한 변화수용성을 측정한 문항 4개를 적용하였다.  

Cronbach’s α계수는 .733로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4) 프리미엄 지불의사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 소비자가 보다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 한계가 있

는 구매 채널 등의 장애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녹색식품, 유기식

품)을 구매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Yin et al.(2010) 연구자들이 조

사 대상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에 대해 35%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는 결과를 밝혔는데, 실제로 일반식품보다 2배나 3배 더 높은 시장 가격과 비교하

면 상당히 적었다. Wang&Zhang(2009)는 중국 소비자들이 안전 식품에 대해 프

리미엄을 지불할 가격의 평균치는 22%이고 시장에서 녹색식품의 100%와 유기식

품의 200%를 넘는 프리미엄 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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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2008)는 시장에서 안전 곡물의 프리미엄 가격은 194%(예: 유기농 쌀 

124%), 안전 채소는 147%(예: 유기농채소 425%와 유기농 감자 274%), 그리고 

안전 육류는 87%인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소비자들이 이 세 가지 

안전식품에 대해 지불할 프리미엄 가격은 각각 22%와 28%, 20%뿐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작적 프리미엄 지불의사의 정의는 유기식품의 가격이 일반 식품보

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말하며 Yin et al.(2010), 

Wang&Zhang(2009), Jin& Zhao(2008)의 프리미엄 지불의사 측정도구를 참고하

여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 2문항을 측정하였다. 

  

   구성된 측정도구는 아래 [표3-1]와 같다.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KMO(Kaise-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

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최지혜, 2013). 

또한 상관관계분석에서 0.9이상인 문항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성태제, 2011). 데이터 검정 결과 KMO 값은 0.899로 

나타났고, 상관관계도 0.9이상인 문항은 없었으므로 기준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0.000)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을 실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인자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이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화수용성 3 개이므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다. 

  기각된 접근편의성의 4번째 측정문항은 역코딩하고 나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도 적절하게 각 요인에 적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개 요인

의 설명력은 지각된 유용성이 26.362%,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23.693%, 변화수용

성이 15.546%이었다. 세 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5.602로 나타나 설명력이 충분

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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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요인3

지각된

유용성

유기식품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866 .192 .051

유기식품은 내 건강에 유익하다. .807 .130 -.038

유기식품은 나를 식품안전문제에서 
보호해 준다. .772 .210 .002

유기식품은 나의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 .765 .302 -.053

유기식품은 내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763 .338 .082

유기식품은 식품안전문제 예방에 
유용하다. .744 .159 -.015

유기식품은 내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킨다. .717 .340 -.006

지각된 

접근

편의성

유기식품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51 .846 -.074

유기식품은 항상 쉽게 구매할 수 있다. .166 .789 -.107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88 .767 -.060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없다. .198 .746 -.103

유기식품은 내 집이나 사무실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다. .288 .724 -.085

유기식품 인증 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21 .667 -.046

유기식품을 내가 원할 때 구매할 수 
있다. .451 .574 .022

변화

수용성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방범으로 일한다.

-.040 -.098 .878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자유를 좋아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042 -.082 .857

나는 모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고 싶다.

.017 -.145 .790

나는 놀라운 것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한다. 나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001 .007 .784

고유값 7.439 3.227 2.133

설명력 26.36 23.69 15.55

문항수 401 401 401

[표 3-1] 측정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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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

해 사용된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접근

편의성, 그리고 변화수용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다. 

  둘째, 척도의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고, 지각된 유용성, 접근편의성, 그리고 변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리미엄 지불의사 및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집단 간, 지각된 유용성, 접근편의성, 그리고 개방적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를 측정하고,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결혼상태, 월평균소득, 월평균식비, 유기식품구매경험여부를 조사하였

다. 결과가 [표3-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401명으로 남성이 157명으로 39.2%, 여성이 244명으로 

60.8%를 차지하였고, 유기식품 구매자의 성별 특성을 따랐다. 연령은 18세부터 29

세인 20대, 30세부터 39세인 30대, 그리고 40세 이상인 40대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눠 각각 245명으로 61.1%, 111명으로 27.7%, 그리고 45명으로 11.2%를 차지

하였고, 18세부터 29세인 20대가 가장 많고 40세 이상인 40대 이상이 가장 적었

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0세이고 5.0%를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36명으로 19.0%, 대학교 졸업이 285명으로 

71.1%, 대학교 졸업 이상이 40명으로 10.0%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생이 37명으로 9.2%, 자영업자가 14명으로 3.5%, 기술업자가 7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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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8.0%, 경영이나 관리업자가 78명으로 19.5%, 기관이나 기업을 다니는 자가 

71명으로 17.7%, 판매나 서비스업자가 68명으로 17.0%, 노동이나 생산업자가 22

명ᄋ로 5.5%, 의료위생업자가 19명으로 2.2%, 교육이나 연구기구를 다니는 자가 

16명 4.0%, 기타 직업을 가지는 자가 14명으로 3.5%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7명으로 51.6%, 미혼이 192명으로 60.8%를 차지하였고 

고르게 표집이 되었다.

  월평균소득은 2000RMB이하, 2000부터 3999RMB까지, 4000부터 5999RMB까

지, 6000부터 7999RMB까지, 8000부터 9999RMB까지, 10000RMB이상 6개 집

단으로 나눠서 볼 때 2000이하가 33명으로 8.2%, 2000-3999가 41명으로 

10.2%, 4000-59999가 89명으로 22.2%, 6000-7999가 74명으로 18.7%, 

8000-9999가 75명으로 18.7%, 10000이상이 89명으로 22.2%를 차지하였고 평

균은 7537.83RMB이다. 조사대상자 중에 거의 80%가 월평균소득이 4000RMB를 

넘었다. 그리고 4000RMB이상 집단들의 표집수가 비슷하다. 

  월평균식비는 1000RMB이하, 1000부터 1999RMB까지, 2000부터 2999RMB까

지, 3000부터 3999RMB까지, 4000RMB이상 5개 집단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1000이하가 67명으로 16.7%, 1000-1999가 122명으로 30.4%, 2000-2999가 

110명으로 27.4%, 3000-3999가 72명으로 18.0%, 4000이상이 30명으로 7.5%

를 차지하였고 평균은 1239.712RMB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52.9%가 한 

달에 사용하는 식비가 평균 2000RMB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월평균식비

의 금액차이가 넓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18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유기식품구매경험은 경험이 있는 자가 348명으로 86.8%, 없는 자가 

53명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직업 중에 중국에서 기숙사에서 살고 학교 식

당에서만 식사하고 요리를 안 하는 학생이 37명(9.2%)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빠르고 개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유기식품에 대한 접근편의성과 소비 능력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유기식품구매경험

이 있는 자가 86.8%로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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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157(39.2)

월평균

소득

2000이하 33(8.2)

여자 244(60.8) 2000~3999 41(10.2)

계 401(100) 4000~5999 89(22.2)

연령

18~29세 245(61.1) 6000~7999 74(18.5)

30~39세 111(27.7) 8000~9999 75(18.7)

40세 이상 45(11.2) 10000이상 89(22.2)

계 401(100) 계 401(100)

평균(SD) 30.1(5.0) 평균(SD) 7537.8(1.5)

최종

학력

대졸이하 76(19.0)

월평균

식비

1000이하 67(16.7)

대졸 285(71.1) 1000~1999 122(30.4)

대졸이상 40(10.0) 2000~2999 110(27.4)

계 401(100) 3000~3999 72(18.0)

직업

학생 37(9.2) 4000이상 30(7.5)

자영업 14(3.5) 계 401(100)

기술업 72(18.0) 평균(SD) 1239.7(0.5)

경영/관리업 78(19.5)
구매

경험

유 348(86.8)

기관/기업업 71(17.7) 무 53(13.2)

판매/서비스업 68(17.0) 계 401(100)

노동/생산업 22(5.5)

결혼

상태

기혼 207(51.6)

의료위생업 19(2.2) 미혼 192(47.9)

교육/연구기구 16(4.0) 기타 2(0.05)

기타 14(3.5)
계 401(100)

계 401(100)

[표 3-2]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0 -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유기식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집단 간의 인구통계

학적 차이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수준 및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의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의 영

향요인 및 프리미엄 지불의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의 수준 및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의 변화수용

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변화수용성 수준의 고저에 따른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제1절  인구통계학적 차이

1.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부를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는 [표4-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 집단과 비지불자 집단 간에

는 최종학력과 직업, 유기식품 구매경험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

력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교차분석 결과는 카이제곱 값이 8.482로 .05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지불자 집단에서는 대학교 졸업자 245(74.0%)명으로 

대졸이하인 자(55, 16.6%)와 대졸이상인 자(31, 9.4%)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비

지불자 집단에서도 대학교 졸업자는 40(57.1%)명으로 대졸이하인 자(21, 30.0%)

와 대졸이상인 자(9, 1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부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은 23.010으로 .01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지불자 집단에서는 경영이나 관리업이 20.8%(69명)

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술업(18.7%), 기관이나 기업

업(18.1%), 판매나 서비스업(16.6%), 학생(6.95), 노동이나 생산업(6.3%), 기타

(3.9%), 자영업(3.0%), 교육이나 연구기구(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위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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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지불여부

단위: 명(퍼센트)

지불자(n=331) 비지불자(n=70)

성별
남자 136 (41.1) 21 (30.0)

여자 195 (58.9) 49(70.0)

χ2=2.982

연령대

29세이하 201(60.7) 44(62.9)

30~39세 96(29.0) 15(21.4)

40세이상 34(10.3) 11(15.7)

χ2=2.766

최종학력

대졸이하 55(16.6) 21(30.0)

대졸 245(74.0) 40(57.1)

대졸이상 31(9.4) 9(12.9)

χ2=8.482*

직업

학생 23(6.9) 14(20.0)

자영업 10(3.0) 4(5.7)

기술업 62(18.7) 10(14.3)

경영/관리업 69(20.8) 9(12.9)

기관/기업업 60(18.1) 11(15.7)

판매/서비스업 55(16.6) 13(18.6)

노동/생산업 21(6.3 1(1.4)

의료위생업 8(2.4) 1(1.4)

교육/연구기구 10(3.0) 6(8.6)

기타 13(3.9) 1(1.4)

χ2=23.010**

결혼상태

기혼 176(53.2) 31(44.3)

미혼 154(46.5) 38(54.3)

기타 1(0.3) 1(1.4)

χ2=3.081

유기식품구매경험
유 310(93.7) 38(54.3)

무 21(6.3) 32(45.7)

χ2=78.081***

[표 4-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의 차이  

          분석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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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으로 가장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지불자 집단에서는 학생이 

20.0%(14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많은 업종이 판매

나 서비스가 18.6%(13명), 기관이나 기업업(15.7%), 기술업(14.3%), 경영이나 

관리업(12.9%), 교육이나 연구기구(8.6%), 자영업(5.7%)이고 노동이나 생산업, 

의료위생업, 기타업종은 모두 1.4%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다. 특히 경영이나 관리업

은 프리미엄 비지불자 집단에 비해 지불자 집단에서 20.8%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과 학생이 지불자 집단에 비해 비지불자 집단에서 20.0%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통해 직업에 따라 프리미엄 지불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직업군을 할당 표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 

  유기식품구매경험여부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

제곱 값은 78.081로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자 집단에서는 경

험 있는 자가 310명으로 93.7%를 차지하여 경험 없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비지불자 집단에서는 경험 있는 자가 38명으로 54.3%를 차지하여 

경험 없는 자(45.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 가격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 가격에 대해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4-2]와 같다.      

  우선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 중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의 수

준을 보면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125명으로 

37.8%를 차지하며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118명으

로 3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일반식품의 175%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35명만 있고 10.6%만 차지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

의 69.3%가 유기식품 가격이 일반식품의 150% 가격에 이르는 한에서만 지불 의

사가 있으며,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지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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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프리미엄 지불의사(N=278)
단위: 명(퍼센트)

125%
(125,50.0%)

150%
(118,42.4%)

≥175%
(35,12.6%)

성별
남자 46 (36.8) 46(39.0) 16(45.7)

여자 79(63.2) 72(61.0) 19(54.3)

χ2=.916

연령대

29세이하 76(60.8) 79(66.9) 18(51.4)

30~39세 39(31.2) 28(23.7) 11(31.4)

40세이상 10(8.0) 11(9.3) 6(17.1)

χ2=4.875

최종학력

대졸이하 23(18.4) 11(9.3) 7(20.0)

대졸 87(69.6) 98(83.1) 24(68.6)

대졸이상 15(12.0) 9(7.6) 4(11.4)

χ2=7.060

직업

학생 6(4.8) 10(8.5) 3(8.6)

자영업 5(4.0) 3(2.5) 0(0.0)

기술업 23(18.4) 15(12.7) 12(34.3)

경영/관리업 24(19.2) 30(25.4) 7(20.0)

기관/기업업 24(19.2) 21(17.8) 4(11.4)

판매/서비스업 19(15.2) 21(17.8) 5(14.3)

노동/생산업 14(11.2) 2(1.7) 2(5.7)

의료위생업 4(3.2) 3(2.5) 0(0.0)

교육/연구기구 3(2.4) 6(5.0) 0(0.0)

기타 3(2.4) 4(3.4) 2(5.7)

χ2=25.850

결혼상태

기혼 68(54.4) 55(46.6) 20(57.1)

미혼 57(45.6) 63(53.4) 14(40.0)

기타 0(0.0) 0(0.0) 1(2.9)

χ2=9.235*

구매경험
유 113(90.4) 106(98.3) 31(88.6)

무 12(9.6) 2(1.7) 4(11.4)

χ2=7.886*

[표 4-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 가격 집단       

     간 차이분석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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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할 때, 유기식품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집단 간에는 결

혼 상태와 유기식품구매경험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 가격 집단의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은 9.235로 .05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집단에서도 기혼이 54.4%를 차지하여 미혼

(45.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에서

는 미혼이 53.4%로 기혼(46.6%)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75%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는 기혼이 다시 57.1%로 미혼

(40.0%)보다 많았다. 특히 일반식품과 같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 기혼이 

62.3%를 차지한 반면,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에서 46.6%를 차지

해 기혼자 집단에서 프리미엄 지불 가격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유기식품구매경험유무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 가격 집단의 교차분석 결과 카이제

곱 값은 7.886로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집단에서도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90.4%를 차지하여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9.6%)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

불할 집단에서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여전히 98.3%로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

자(46.6%)보다 상당히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가격의 175%

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다시 88.6%로 구

매경험이 없는 소비자(11.4%)보다 많았다. 카이제곱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원인

이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에서는 1.7%

를 차지한 반면, 일반식품 가격의 175%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는 

11.4%를 차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2절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의 영향 요인 분석

1.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수준

  이 절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의 영향요인인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수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표 4-3]은 중국 소비

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

의성의 구체적인 문항별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와 각각의 변수에 대한 총 평균 점

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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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SD)

유용성

유기식품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5.68(1.15)

유기식품은 내 건강에 유익하다. 5.56(1.21)

유기식품은 나를 식품안전문제에서 보호해 준다. 5.12(1.38)

유기식품은 나의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 5.39(1.26)

유기식품은 내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5.17(1.28)

유기식품은 식품안전문제 예방에 유용하다. 5.41(1.19)

유기식품은 내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킨다. 5.20(1.31)

평균(SD) 5.36 (1.06)

접근 

편의성

유기식품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4.95(1.37)

유기식품은 항상 쉽게 구매할 수 있다. 4.91(1.38)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4.62(1.70)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없다. 4.73(1.77)

유기식품은 내 집이나 사무실 가까이에 구매할 수 

있다. 4.97(1.39)

유기식품 인증 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5.25(1.26)

유기식품을 내가 원할 때 구매할 수 있다. 4.57(1.49)

평균(SD) 4.86 (1.20)

[표 4-3] 지각된 유용성 및 기각된 접근편의성의 항목별 수준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의 평균은 5.36로 “약간 그렇다”의 수

준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이 5점대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서도 ‘유기식품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나 ‘유기식품은 내 건강에 

유익하다’와 같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유익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에 유기식품이 자신을 식품안전문제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의 지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유

기식품은 내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와 같은 문항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이 식품 안전 문제 해

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이나,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의 평균은 4.86으로 “보통이

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대부분 문항에서의 평균이 4점대로 나타났

으며 이 중에서도‘유기식품은 내 집이나 사무실 가까이에 구매할 수 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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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여부

(단위: 평균(표준편차))

t값

지불 비지불
지각된 유용성 5.61(.88) 4.18(1.02) 11.963***

지각된 접근편의성 4.99(1.21) 4.21(.94) 5.134***

‘유기식품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와 같은 장소 접근 편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식품 인증 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와 같이 중국 유기식품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 편의 정도를 물어보는 문

항에 대해서 5.2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유기식품을 내가 원할 때 

구매할 수 있다’와 같이 시간적 접근편의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가 유기식품에 대해 지각된 시간적 접근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수준의 차이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화

수용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의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     

          수준 

       ***p<.001, **p<.01, *p<.05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자 집단과 비지불자 잡단의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

근편의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자 집단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평균 점수 5.61로, 지각된 접근편의성은 평균 점수 4.99로 모두  

비지불자 집단(평균 점수 각각 4.18, 4.2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미엄 지불자 집단이 유기식품의 유용성과 접근 편의성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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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

수와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을 결정하는 영향요인 및 그 영향 정도를 파악

하고 본 연구에서 특별히 측정할 유기식품 수용 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프

리미엄 지불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유기식품 수용 모델의 

주요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을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범위가 성공/실패, 합격/불합격, 물건 구입 

집단/구입하지 않는 집단과 같이 ‘0’또는 ‘1’의 이분항으로 나누어진 값을 가

질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이다. 성태제

(2011)에 따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집단 판별분석과 유사하지만, 판별분석

은 분석 자료가 판별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반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은 별도의 기본 가정이 필요하지 않아 분석 자료의 특성에 제한되

지 않는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변수의 설

명력, 모형의 적합도, 조절효과 측정에 많이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엄 지불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유기식품 수용 모델의 적합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프리미엄 지불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고 유기식품 수용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은 예측 확률 치를 비교함으로써 독립변인의 증감에 따라 종속 변

인의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의 증감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의 프리

미엄 지불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실시에 앞서 독립변수의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분산증폭요인(VIF)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가 .6이 넘으면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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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Ⅰ 모형Ⅱ
변수(프리미엄 지불할 

경우=1)
B Exp(B) B Exp(B)

상수항 1.554 4.729*** 1.554 4.729***

통제

변수

성별(남) -3.135 .044* -8.067 .000***
연령 -.025 .975 -.028 .973
월평균소득 .962 2.617 .491 1.634
월평균식비 -.022 .978 .237 1.268
유기식품구매경험(

유)
2.308 10.054*** 1.778 5.919***

독립

변수

유용성 1.369 3.932***
접근편의성 -.091 .913

모형 χ2 66.681*** 134.407***
블록 χ2 66.681*** 67.725***
분류의 정확도(%) 84.8 88.3
Nagelkerke   R2 .254 .472

것으로 판단하며,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6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영향요인의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프리미엄 지불여부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n=401)

***p<.001, **p<.01, *p<.05  

더미변수: 성별(남성기순), 유기식품구매경험(유기준)

(1) 유기식품 수용 모델 적합성

  먼저 모형1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 여부에 대

한 가설 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검증

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카이제

곱 값은 66.681,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

를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84.8%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모형2에서는 본 연구에서 측정할 유기식품 수용 모델에 포함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

인지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포함한 모형1과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2의 차이를 나타내는 블록 카이제곱 

값은 67.725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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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8.3%로 모형1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각된 유

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2의 적합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

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기식품 수용 모델의 적합성이 확인된다.

(2)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영향요인

  모형1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분석했을 때 성별과 유기식품구매경험은 각각 

.05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2에서는 성별, 유기식품구매경험, 지각된 유용성이 모두 .000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유기식품 프

리미엄 지불할 확률이 0.000으로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기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구매경험이 없을 때보다 5.828배 

높았다. 이를 통해 유기식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보다 프리미엄 

지불을 더 많이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

다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3.701배 증가하였다. 즉, 중국 소비자가 유기식품의 

유용성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유기식품의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학의 중심 극한 정리 이론에 따르면 표본 평

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최소 표본 크기는 약 30명으로 가격에 따른 프

리미엄 지불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범주(100%, 125%, 150%, 175%, 

200%, 300%, 300%이상)에서 분포가 30보다 적은 175%, 200%, 300%, 300%

이상 집단을 한 개 집단으로 합쳐 표본 크기를 다시 35로 설정하였다. 최종분석에

서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100%, 125%, 150%, 175% 및 이상 네 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기식품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 영향요인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는 [표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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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지불의사(n=401)

프리미엄지불의

사

(가격 100% 

집단이 

기준으로)

125%

(n=125, 31.2%)

150%

(n=118, 29.4%)

≥175%

(n=35, 8.7%)

변수 B Exp(B) B Exp(B) B Exp(B)

절편 -6.722 -4.314 -8.693

[성별-남] .343 1.409 .214 1.239 -.034 .967

연령 -.035 .966 -.035 .965 -.008 .992

[유기식품구매

경험-유]
-.546 .579 -2.214 .109 -.168 .845

월평균소득 .798 2.221 -.218 .804 .569 1.767

월평균식비 .144 1.154 .542 1.719 -.076 .927

지각된 유용성 .791 2.206*** .996 2.708*** 1.042 2.834***

지각된 

접근편의성
.080 1.084 .258 1.294 .126 1.134

모델 -2로그 

우도
921.009

모형 우도비 

검정
120.516***

[표 4-6]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p<.001, **p<.01, *p<.05

  우선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검증할 인구통계학적 변

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의 –2 로그 우도 값이 921.009이고 모형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우도비 검정을 위한 카이제곱 값은 120.516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식품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

째,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집단과 같은 가격(100%)을 지불할 집단을 

비교할 때, 지각된 유용성이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지각된 유

용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프리미엄 가격은 일반식품의 100%보다 125%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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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2.206배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남성의 구매행동 특성 중에 작은 가격 

차이를 따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과 같은 가격(100%)을 지불할 집단을 비교할 때, 지각된 유

용성 요인이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각된 유용성이 한 단위 증

가할수록 일반 식품 가격보다 150%를 지불할 확률이 2.7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일반식품 가격의 175%와 그 이상 가격을 지불할 집단과 같은 가격

(100%)을 지불할 집단을 비교할 때, 지각된 유용성이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지각된 유용성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일반 식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

을 지불할 확률이 2.834배를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냈다. 그리고 가격이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가격을 높게 지불할 확률의 배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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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평균(SD)

변화 

수용성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일한다.

4.52(1.56)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자유를 좋아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5.10(1.45)

나는 모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고 싶다.
5.04(1.38)

나는 놀라운 것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한다. 나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5.31(1.43)

평균(SD) 4.99(1.27)

제3절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

  본 절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에 개인 변화

수용성 가치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를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변화수용성의 수준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

성 간에 변화수용성이 조절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7]은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의 구체적인 문항별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와 변수에 대한 총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4-7] 변화수용성의 항목별 수준 

    

  변화수용성의 전반적인 평균값은 4.99로 ‘보통이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

석 결과 대부분 문항에서의 평균이 5점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나는 놀라운 

것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한다. 나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자극 가치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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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불여부

(단위:명(퍼센트)) χ2

지불 비지불

유용성*

변화수용성

유용성*변화수용성_고 194(58.6) 13(18.6)
37.090***

유용성*변화수용성_저 137(41.4) 57(81.4)

접근편의성*

변화수용성

접근편의성*변화수용성_고 165(49.8) 18(25.7)
13.566***

접근편의성*변화수용성_저 166(50.2) 52(74.3)

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에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일한다’와 

같은 자율 가치관 정도를 묻는 문항의 점수가 4.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

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 정도가 보통이고 변화수용성 중에 자극 가치관의 정도가 

자율 가치관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의 상호작용의 차이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 프리미엄 지불의사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변화수용성

의 조절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

과 변화수용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경

향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항을 평균(변화수용성과 유용성 상호작용의 평균: 

26.75; 변화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평균: 24.01)을 기준으로 고와 

저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항변수인 종속변수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소비자 가치관의 변화수용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접근편의성의 상호      

     작용에 따른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차이

***p<.001, **p<.01, *p<.05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37.090로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불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고가 195명으로 

58.6%를 차지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저(41.4%)보다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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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지불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개방성 상호작용 고 

가 13명으로 18.6%를 차지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저(81.4%)

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

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에 따라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달라지고 변화수용성이 지각

된 유용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여

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은 13.566로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지불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고가 

165명으로 49.8%를 차지하여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저

(50.2%)에 비교하여 거의 비슷하고 한 명(0.4%)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비지

불자 집단에서는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 고가 18명으로 25.7%

를 차지하여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개방성 상호작용 저(74.3%)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 소비자가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개방성 상호작

용의 고저에 따라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달라지고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접근편의성

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의 개인 변화수용성은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및 지

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적 효과가 있다.

 

3. 변화수용성의 조절효과 

  위에서 변화수용성이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

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구체

적으로 변화수용성이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조절효과의 정도는 어떠한

지는 교차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 변화수용성의 평균(평균=4.9931)을 기준으로 변화수용성의 고저(고>4.9931, 

저≤4.9931)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 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우선 변화수용성이 고인 집단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 모

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검증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의  –2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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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카이제곱 값은 31.402,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86.1%로 높은 정확

도를 나타냈다. 모형2에서는 본 연구에서 측정할 유기식품 수용 모델에 포함된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포함한 모형1과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2의 차이를 나타내는 블록 카

이제곱 값은 40.229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정확도는 88.3%로 모형1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식품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지각된 

유용성 두 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고, 첫째, 성별은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성별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의 차이가 0.000으

로 미미하였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고 유용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3.566배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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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정도 변화수용성-고(n=266) 변화수용성-저(n=135)

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Ⅰ 모형Ⅱ

변수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732
5.650**

*
1.732

5.650*

**
1.253

3.500*

**
1.253

3.500**

*

통

제

변

수

성별(남)
-2.51

2
.081

-8.63

7
.000***

-4.43

8
.012

-8.3

06
.000***

연령 -.002 .998 .005 1.005 -.036 .965
-.04

6
.955

월평균소득 .747 2.110 .348 1.416 .980 2.665 .049 1.051

월평균식비 -.118 .889 .079 1.083 .438 1.550 .991 2.694

유기식품구

매경험(유)
2.101

8.173**

*
1.579

4.851*

*
2.428 11.340 2.251 9.501**

독

립

변

수

유용성 1.271
3.566*

**
1.984

7.275**

*

접근편의성 .197 1.218
-.77

6
.460*

모형 χ2 31.402*** 71.632*** 33.928*** 67.041***

블록 χ2 31.402*** 40.229*** 33.928*** 33.113***

분류의 

정확도(%)
86.1 88.3 82.2 88.9

Nagelkerke   

R2 .195 .413 .340 .599

[표 4-9] 개방적 가치관의 고저 집단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평균=4.9931;   

   고>4.9931, 저≤4.9931)

***p<.001, **p<.01, *p<.05  

더미변수: 성별(남성기준), 유기식품구매경험(유기준)

  반면에 변화수용성이 저인 집단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시작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검증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의  –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 카이제곱 값은 33.928,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

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지불자

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 정확도가 82.2%로 높

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모형2에서는 본 연구에서 측정할 유기식품 수용 모델에 포

함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만 포함한 모

형1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2의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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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블록 카이제곱 값은 33.113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고 변화수용성 고 집단의 모형보다 카이제곱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정확도는 88.9%로 모형1의 분류 정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수용성 

고 집단과 비슷하였다.

  유기식품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세 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째, 성별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성별에 따른 프리미엄 지

불의사의 차이가 0.000으로 미미하였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유용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

할 확률이 7.275배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수용성 고 집단보다 저 

집단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접근편의성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유용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0.460배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화수용성이 고인 소비자보다 저인 소비자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지각된 접근 편의 정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의 지불의사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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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제 4장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

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본인 건강과 환경 보호에 의미가 있는 현명한 유기식품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적, 정부 정책적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

구가 지닌 함의와 한계점을 토대로 보다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의 제언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자 집단과 비지불자 

집단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술수용모델을 참고하여 개발한 지각

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변수가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기식품 수용 모델

의 적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소비자의 유기식품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인

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직업, 유기식품 구매경험의 유무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양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상태와 

구매경험의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자와 비지불자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면, 

최종학력에서 지불자 집단에는 대학교 졸업자가 대졸이하인 자와 대졸이상인 자보

다 훨씬 더 많았으며 비지불자 집단에서도 대학교 졸업자는 대졸이하인 자와 대졸

이상인 자보다 많았다. 직업은 경영이나 관리업이 프리미엄 비지불자 집단에 비해 

프리미엄 지불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과 학생이 지불자 집단에 비해 비

지불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업에 따라 프

리미엄 지불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기식품 구매경험은 프리미엄 지

불자 집단에서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

으며 비지불자 집단에서는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비

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선행연구(靳明 等, 2008; 王芳 等, 2008; 王兆丰 
等, 2007; 曾, 2007)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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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변수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 소비자가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준을 보면 대부분 

일반식품의 150%이하이면 지불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집단에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많았다.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다. 일반식품 가격의 175%나 더 높은 가

격을 지불할 집단에서는 기혼이 다시 57.1%로 미혼보다 많았다. 특히 일반식품과 

같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 기혼 비율이 일반식품 가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

보다 높아 프리미엄 지불 가격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유기식품 구매경험 유무는 일반식품 가격의 125%를 지불할 집단에서도 구매경

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일반식품 가

격의 150%를 지불할 집단에서는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여전히 구매경험이 없

는 소비자보다 상당히 더 많았고, 일반식품 가격의 175%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에서도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많았다. 

  둘째,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수준이‘약간 그렇다’, 지각된 

접근편의성 수준이 ‘보통이’로 모두 높지 않았다. 그리고 프리미엄 지불자와 비

지불자 집단 간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반영하였다. 즉, 소비자

가 가지고 있는 유기식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가 느끼는 건강 유익성 및 환경 유

익성 정도와 관련되었다.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측정이 소비자의 유기식품 

인지 정도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유기식품에 대한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수준에 대한 측정은 소비자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손쉽게 유기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참고하여 개발한 유기

식품 수용 모델을 측정했는데 모형 검정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반적으

로 성별, 유기식품구매경험유무, 지각된 유용성이 있었다. 즉, 남성이고, 유기식품구

매경험이 있을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높아지며, 지각된 유기식품

의 유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높아진 것을 보였

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네 개 집단으로 구성된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기식품 가격에 따른 프리미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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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식품 가격의 125%, 150%, 

175%와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집단과 같은 가격을 지불할 집단을 비교할 때, 

지각된 유용성이 증가할수록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격이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확률의 배수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이를 통해 유기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의 정도가 일

반식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기식품을 지불할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변화수용성의 상호작용 정도의 고저 집단 간의 차이를 보고, 

개방 수용성의 고저 집단 간의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의 전반적인 수준은 ‘보통이다’로 높지 않게 나타났

다. 지각된 유용성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 집단 간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차

이가 나타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프리미엄 지불의

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접근편의성

과 변화수용성 상호작용의 고저 집단 간 프리미엄 지불여부의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변화수용성이 고인 집단의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모형 블록 카이제

곱 값이 저인 집단보다 높았다. 변화수용성이 고인 집단에서는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지각된 유용성 두 개 변수가 유의미하였고 

변화수용성이 저인 집단보다 요인 개수가 많았다. 즉, 중국 소비자가 남성이고, 지

각된 유용성 정도가 높을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수용성이 저인 집단에서는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접근편의성 세 개가 있었다. 즉, 중

국 소비자가 남성이고, 지각된 유용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증가하며, 지각된 유용성의 영향 정도가 변화수용성이 고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지각된 접근편의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유기식품 프리미엄을 

지불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프

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이 높

으면 중국 소비자의 프리미엄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중국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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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수용성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이 프리미엄 지불의사 간의 

관계에 조절적 영향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가 권위 기관에서 인증한 안전식품인 유기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적절한 연구 모형을 탐구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의 방안과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유기식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식품 구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

물러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유기식품 구매에 관한 연구의 부

족을 보충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식식품과 같은 안전식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검토하던 건강 관심, 환경 관심과 같은 구매 영향요인을 지각된 

유용성으로 재조합하고 편의성을 접근편의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며, 지금까지 

소비자 구매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에

서 파생된 기술수용모형을 참조하여 유기식품 수용 모델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

토함으로써 새로운 정의의 영향요인과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변수를 향후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해 지각된 건강, 환경 유익성과 같은 유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나 정부 홍보활동을 통해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안 등을 실행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소비자들

은 더욱 더 자유롭게 식품을 선택하고 손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을 찾고

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편의성을 위해 유기식품을 포함한 안전식품 구매채

널의 완성과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중국 소비자의 변화수용성의 수준을 제시했으며 변화수용성이 지각된 유용

성 및 지각된 접근편의성과 유기식품 구매의도 간에 조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제

시하여 중국 소비자가 유기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치관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치관이 독립변수로서 직접적인 영향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에 대해 조절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냈다. 많

은 사람들이 중국 소비자가 전통적인 불교와 도교 문화 때문에 변화에 대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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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히 전통 개념과 부딪치는 신개념 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를 통해 그 변화수용성이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 

것을 알아냈고 중국 소비자만의 변화수용성이 유기식품의 구매에 대해 갖는 조절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프리미엄 지불의사여부와 가격 지불의사 수준을 제

시하였고 구체적인 영향요인과 영향력도 알 수 있었다.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구매

의 중요한 장애 요인인 프리미엄 가격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구매의도보다 

프리미엄 지불여부와 지불할 프리미엄 가격까지 추정하여 구체적인 구매의도를 측

정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 유기식품 구매의도를 구체화시

키고 앞으로 소비자 교육자들과 유기식품 기업들이 관련된 교육 방안이나 실천 전

략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각된 유용성은 유기식품에 대한 건강 유익성과 환경 

유익성 내용만 포함시켰는데 향후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의 구현에 대한 유용성과 

같은 다른 개념도 포함시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식품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식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기식품 수용 모델은 보다 일반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접근편의성 뿐만 아니라 선행연

구에서 다룬 기타 많은 유기식품 구매 영향요인도 포함시키는 등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와 모델의 다양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본고의 모델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기식품은 크게 유기식품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한 개념으로 설정해서 측정하였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식품을 구분하여 검토한 것과 다르다. 유기농 식품과 유기 가공 식품의 가격 차이

를 고려하면 후속 연구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중국 상하이시 거주자이므로 중국 상하이

와 같은 대도시(1선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대표할 수 있지만 중국 전체 

소비자를 대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 전체 소비자에 대해 일

반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각 도시나 지역, 즉, 1선 도시 뿐만 아니

라 2선 도시와 3선 도시 소비자의 유기식품 구매를 이해하려면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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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유기식품은 품질이 더 높은 편이다.

유기식품은 내 건강에 유익하다.

유기식품은 나를 식품안전문제에서 

보호해 준다.

유기식품은 나의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

유기식품은 내 주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유기식품은 식품안전문제 예방에 

유용하다.
유기식품은 내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킨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유기식품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기식품은 항상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유기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없다.

유기식품은 내 집이나 사무실 

가까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기식품 인증 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유기식품을 내가 원할 때 구매할 수 

있다.

I. 다음은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을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II. 다음은 지각된 접근편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을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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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일한다.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자유를 좋아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모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놀라운 것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한다. 나는 

살면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다음은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자신을 고려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IV. 다음은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동의하는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유기식품이 일반식품보다 가격이 높아도 비용을 지불하실 겁니까?

① 네       ②아이요

1-1. (네 를 선택하신 분만)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높으면 지불하실 겁니까?

①100% 같은 가격(더 비싸면 안 산다) ②125%; ③150%; ④ 175%;

⑤200%;  ⑥300%; ⑦300% 이상(가격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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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세 (출생년도: __________ 년)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경영/관리직  

⑥ 사무직  ⑦ 판매/서비스직  ⑧ 노동직/생산직  ⑨ 무직  ⑩ 기타 （  ） 

5.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6.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_________유안(RMB)

7. 귀하의 월 평균 식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__만원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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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

本调查是为了研究中国消费者对有机食品支付的意愿问

题而进行的资料收集工作。 

通过此调查问卷得到的大家的意见将会成为本研究的贵

重资料。 

所有问题都没有正确答案，请根据您的真实情况，对所

有问题一一作答。

所收集的资料都会以不记名的方式处理，并且用于此研

究以外的任何地方。

 *真诚感谢您的参与。 

                                            2013年 10月

                                                   

                                     首尔大学 大学院 消费者系 

                                           

<부록2>

설문지-중국어

`

调 查 问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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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全
不

不 不太 一
般

有点
是

是 非常
是

有机食品品质相对更好.

有机食品对我的健康有益.

有机食品可以保护我不受到食品安全问题
的威胁.

有机食品降低我对食品安全问题的担忧.

有机食品对我身边环境的改善有帮助.

有机食品对预防食品安全问题有用.

有机食品更加满足了我对食品的需求.

问题 完全

不

不 不太 一

般

有点

是

是 非常

是

很容易在市场上找到有机食品.

常常很容易购买到有机食品.

有机食品很容易被辨认出来.

有机食品很不容易被辨认出来.

可以在我家或办公室附近购买到有机食品.

很容易识别出有机食品认证标志.

随时可以购买到有机食品.

I. 以下是关于有机食品有用性的内容 。请认真阅读各问题后在相应栏里用 

√号标记出来 。

II. 以下是关于有机食品容易性的内容。请认真阅读各问题后在相应栏里用 

√号标记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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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全

不

不 不

太

一

般

有点

是

是 非常

是

对我来说想出新点子和创新很重要。我喜

欢以我自己固有的方式去做事。 

对我来说对于要做的事情自己做决定是很
重要的。我喜欢独立，不依赖别人。

我追求冒险并且喜欢探险。我想要一个富

有激情的人生。

我喜欢惊喜并且总是找新鲜事去做。我认
为在一生中做各种不同的事很重要。

III. 以下是价值观的相关内容。请认真阅读各问题后在相应栏里用 √号标记出来 。

IV. 以下是支付意愿的相关内容。请认真阅读各问题后在相应选项下用 √号标记出来。

1. 有机食品比普通食品价格高也会愿意支付吗？

①愿意       ②不愿意

如果选择“愿意”，请回答。

1-1． 价格高出多少会愿意支付呢？

①100% 一样价格(再贵的话就不支付)

②125%;

③150%; 

④175%; 

⑤200%; 

⑥300%; 

⑦300% 以上(价格高也无所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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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以下是一般背景相关内容。请认真阅读各问题后在相应栏下用 

√号标记出来或在（）里填写。

1. 本人性别   ① 男 ② 女

2. 本人年龄   _________岁 (出生年份: _____________ 年)

3. 本人最高学历
① 初中及以下   ② 高中或中专    ③ 大专     ④ 本科     ⑤硕士及以上

4. 本人职业
① 学生   ② 自营业 ③ 技术业 ④ 经营/管理业 ⑤ 机关/企事业 
⑥销售/服务业   ⑦ 劳动/生产业 ⑧ 医疗卫生业 ⑨ 教育研究机构 ⑩ 其他  

5. 本人婚姻状态? ① 已婚 ② 未婚      ③其他

6. 本人每月收入                 月平均 _______________元

 

7. 本人月平均食材餐饮费         月平均 _______________元

**真诚感谢您的耐心作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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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nese 

Consumers’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Zhang, Lili

Dept. of Consum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hina, Food safety problems happens frequently, and the reason is 

regarding as using of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was a chance  

that consumers started to be interested in organic food. Meanwhile, 

Chinese living standards has improved and the Chinese consumer concern 

of food safety is keeping a trend of going up (尹世 久 等, 2012). Because 

food is the most basic issues of human life, food safety treated as the 

foundat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s 

achievement should be a matter of high priority, especially in the country 

has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The Chinese government also has 

established a certification system of safe complementary foods as 

pollution-free food, green food and organic food(尹世 久 等, 2012). China 

Zhonglvhuaxia (中绿华夏), an organic food certification organization, was 

also arranged and completed a lot of organic food certificating. By the end 

of 2011, organic food market had achieved sales of 92 billion RMB, but 

still insignificant compared to sales of developed countries. (谢玉梅, 高 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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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consumer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organic food, 

consider its safety, however is lack of researches on the reasons of 

organic food’s low buying rate, and most of the exiting researches are 

related to macroscopic perspective to examine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and producers, as well,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on 

customers' purchase and behavi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behavior did 

not completed a lot(杨 伊 侬, 2012).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access ar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f the product purchase, is similar with the  influencing 

factores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which is a new 

technique products research model. In this research, referr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eveloping a model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at fit to organic food purchasing study, 

measuring if the model is appropriate for the study of organic food 

purchasing, and verifying the effect of the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access to organic food purchase decisions, will be 

completed. 

  Schwartz (1992, 1994, 2012) confirmed that the motivation is one 

specific characterized of human values. One of Schwartz's theory of values, 
openness to chang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organic food 

acceptance study model, it’s effect of moderating will be examined. That 

is, the moderating effect of openness to change to the Chinese consumer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for organic food will be examined.

  Therefore, i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access have 

influences on the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of Chinese 

consumers, who was began to recognize the safety of organic food, if the 

organic food acceptance research model is appropriate, if there is 

moderating effect of openness to change and if what kind of moderating 

effect does it has, will be examined. 

  This article contain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analysis about th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nsumer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in China. Second, examination of the 

determinants on Chinese consumer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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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hird,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openness to change on 

Chinese consumer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In order to identify the research questions, a quantitative research 

studies was conducted, and an online consumer survey was conducted by 

401 China Shanghai consume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paying and 

unpaying of Chinese consumers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on education level, occupation , and organic food buying experience. 

Mean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of 

different Premium price on marital status, organic food buying experience . 

These results are same with the suggestions in previous studies (靳 明 等, 

2008; 王芳 等, 2008; 王兆丰 等, 2007; 曾, 2007).

  Second, the overall level of Chinese consumers' perceived usefulness 

was‘slightly yes’, and perceived ease of access level was " average ", 

both are not high .  With the analysis of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determinants of premium willingness to pay were 

gender, the organic food buying experience , and perceived usefulness. In 

other words, men and organic food purchasing experienced person’s 

premium willingness to pay rate was higher then women and organic food 

purchasing non-experienced person to be more likely to pay a premium 

for organic food high, Chinese consumers' perceptions about the usefulness  

affected the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positively .

  Through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four 

groups of organic food in the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price,  the 

reslts shows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ffected the differences on the willingness to pay a premium price for 

organic food.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to pay a premium 

price increases overall. In addi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price, the rate 

of possibility rate of willingness to pay increased. 

  Third, the overall level of Chinese consumer’s openness to change is ' 

average', not high. The interaction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openness to change showed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pay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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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ying of Chinese consumers 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and explained that there was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premium willingness to pay. Furthermore, perceived ease of 

access was the same,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se of access and premium willingness to pa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Chinese consumers’premium 

willingness to pay for organic food , and the specific price of willingness 

to pay. Meanwhile, the purchase intention on organic food of chinese 

consumer was materialized. In future, this research can be useful for 

consumer educator and the organic food companies to establish the 

educating plan and marketing strategy on Chinese consumers.

Keyword: Chinese consumers, organic food, premium willingness to pa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access, 

            openness to change

Student Number: 2012-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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