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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에 로컬푸드(Local Food) 개념이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로

컬푸드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장거리 수송을 거치지 않아 신선한

품질이 보장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가 꾸준히 커져 왔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소비는 사회와 환경에 이롭다

는 점에서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속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소비가 점차 보편적인 소비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와의 교류

가 제한되어 농민과의 상생의 가치가 주목받고, 비대면 채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게 된 결과, 로컬푸드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로컬푸

드를 구매하는 이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로컬푸드 구매

동기 및 행태에 관한 최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로

컬푸드가 식품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식품 선택 동기’, 친사회적이고 친

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이타적 동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소비하는 ‘타인지향적 동기’

의 세 가지 차원에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후 각 소비자 유형별 특성과 구매행

태가 어떠한지를 토대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소

비자 개인, 사회, 환경 모두에 이롭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구

하는 바람직한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를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

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지역의 특산 가

공식품’으로 정의하였다.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60대 성

인 소비자 528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로컬푸드 구매동기, 로

컬푸드 구매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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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통해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하위요인을 도출한 이후에 K-평

균 군집분석을 통해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을 6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한 후, 각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매 정도, 구

매 방법, 확산 행동으로 구성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살펴

본 결과, 다양한 로컬푸드 품목을 구매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반 식품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10% 정도 비싼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편으로,

전체 식품 구입비의 20~40% 또는 40~60% 정도인 월평균 14만 3,600원

의 금액을 로컬푸드 구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

하는 구매 채널은 대형 할인점, 온라인 종합 쇼핑몰,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 순으로 나타나, 일

반적인 식료품 구매 채널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

용하는 편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구매 채널 선택속성으로

상품의 좋은 품질 및 합리적인 가격과 구매 채널의 이용 편의성을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는

정도는 ‘의식적 구매 행동’, 타인에게 공유 및 추천하는 ‘외적 확산 행동’,

관련 펀딩·기부·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내적 확산 행동’

순으로 나타나, 행동에 요구되는 적극성이 높을수록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로까

지 로컬푸드 소비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로컬

푸드를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은 보통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식품 선택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문

항을 구성하여 측정한 로컬푸드 구매동기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로컬

푸드의 건강 및 안전성, 맛 등의 품질 때문에 구매하는 ‘기능성 동기’, 로

컬푸드를 쉽게 접해왔기 때문에 구매하는 ‘접근성 동기’, 가격이 적정하

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제성 동기’, 사회와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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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타적 동기’, 로컬푸드 구매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보이거나 타인과

의 연결 및 유대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타인지향적 동기’의

5가지로 도출되었다. 5가지 구매동기에 따라 6개의 군집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모든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다양한 동기형’, 기능성 동기

가 높은 ‘품질 중시형’, 접근성 동기가 높은 ‘경험 중시형’, 경제성 동기가

높은 ‘가격 중시형’, 이타적 동기가 높은 ‘사회 및 환경 중시형’, 모든 동

기가 낮게 나타나는 ‘동기 없음형’으로 구분되었다.

6가지 소비자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혼인상태, 맞벌이 가구 여

부, 가족 구성원 수, 미성년 가족 구성원 유무, 고령 가족 구성원 유무,

월평균 가구소득의 8가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양

한 동기형’은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많

은 편이다. 나이가 많은 편인 ‘품질 중시형’은 1인 가구 혹은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격 중시형’은 1인 가구 혹은 형제자매

와 거주하는, 배우자가 없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다. ‘사회 및 환경 중시

형’은 나이가 많은 편으로 손자녀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소득이 높

은 편이다. ‘동기 없음형’에는 남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조부모와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가구소득이 적은 편이다.

6가지 소비자 유형 간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로컬푸드 구매 정도, 구매 방법, 확산 행동 모두에서 소비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다양

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이 로컬푸드 구매 정도가 높은 편이고,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이 중간 수준, ‘가격 중시형’과 ‘동기 없

음형’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매 정도가 높게 나타난 ‘다양한 동기형’

과 ‘경험 중시형’은 구매 방법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컬푸드 확산 행동을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동기형’은 확산 행동을 전반적으로 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경험

중시형’은 특히 의식적 구매 행동을 하는 편으로 나타났지만, 이외의 4가

지 소비자 유형은 확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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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매동기를 가지는지에 따라 소비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정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매행태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는 기능성 동기, 경제성 동기, 이타적 동기, 접근성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 순으로 나타나, 건강, 안전성, 맛 등의 품질이 로

컬푸드 구매동기로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로컬푸드 구매 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서 구

매하는 타인지향적 경향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식품 선택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최근 변화한 로컬푸드 소비환경에서의

로컬푸드 구매동기 중 특히 타인지향적 동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가 있다.

둘째,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

라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

났다. 로컬푸드 구매 시, 오프라인에서는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로컬푸드 직매장을,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 할인점 온

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채널 선택속성

중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이용 편의성을 크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난 것과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평소 소비생활 반경

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반경에 로

컬푸드가 포함되고, 소비 반경 내에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이 적정한 가

격에 수급되는 것이 로컬푸드 소비 증진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5가지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로컬푸드 소비자를 6개의 군집

으로 유형화한 결과, ‘다양한 동기형(30.1%)’, ‘동기 없음형(20.1%)’, ‘사회

및 환경 중시형(19.3%)’, ‘가격 중시형(11.0%)’, ‘품질 중시형(9.8%)’, ‘경험

중시형(9.7%)’의 크기순으로 나타났다. 즉, 5가지 구매동기가 모두 강하

게 작용하는 ‘다양한 동기형’이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구매동기가 강하고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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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다양한 동기형’은 타인지향적 동기도 구매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의 30.1%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식품으로서의 기능적 측면과 친환경 및 친사회

적 측면 이외에 타인지향적 동기도 로컬푸드 구매동기로서 작용하고 있

음을 확인하여,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가 소비환경의 변화와 함

께 다변화하였음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전반적인 로컬푸드 구매 정도를 소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

양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 ‘가

격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 순으로 나타난다. 즉, 특정한 하나의 구매동

기만을 높게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구매동기를 높은 강도로 가지는 ‘다

양한 동기형’이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모든 구매동기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 편인 ‘동기 없음형’은 로컬푸드

구매 정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강도와 다양성에

따라 구매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

정을 거친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에 우선하여 로컬푸드를 의식적으로 구

매하고자 노력하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및 공유하는 외적

확산 행동과 기부, 펀딩,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내적

확산 행동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즉, ‘다양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을

중심으로 자신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의식적 구매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들은 있으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활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편으로 나타나, 로컬푸드 소비에 있어서 규범적인 이상

을 추구하는 친사회적 소비 행동은 현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

다. 이처럼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 행동의 내용을 확대하여, 로컬푸드

구매 정도 및 구매 방법 이외에 친사회적 소비 행위 개념에 해당하는 로

컬푸드 확산 행동에 대해서도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여섯째,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에 초점을 둔 로컬푸드

소비 증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품질 중시형’이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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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품으로서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20% 이

상 비싸더라도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품질 중시형’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

에 로컬푸드의 건강 및 안전성, 맛 등의 우수한 품질을 적극적으로 알리

는 것이 로컬푸드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

험 중시형’의 구매 정도가 높고 확산 행동을 비교적 하는 편으로 나타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

이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기 없음형’

이 접근성 동기가 비교적 높은 편인 데 반해 구매 정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나듯이, 단순히 로컬푸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홍보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자 노력하는 것이 소비 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가격 중시형’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로컬푸드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로컬푸드, 구매동기, 소비자 유형화, 식품 선택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 구매행태

학 번 : 2019-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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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2008년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

를 지지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주도한 완주군

농정기획단은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외부적으로는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국내 지역 및 품목 간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 와

중에 소비자들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

고 내부적으로는 생산비 증가, 잦은 기상이변 및 재해, 소득 불안정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윤장원, & 송재훈, 2016). 이후

2012년 4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농협 로컬푸

드 직매장은 매년 매장 수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2개소

총매출액 317억 원, 2015년 103개소 총매출액 1,659억 원, 2017년 188개

소 총매출액 3,565억 원, 2019년 469개소 총매출액 5,206억 원을 기록하

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즉, 장거리 수송을 거치지 않아 신선한 품질

이 보장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와 환경에 이롭다는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 구매를 비롯

한 착한 소비 자체가 하나의 경험소비로서 향유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의 착한 소비 인증을 통해 자기의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

(meaning-out)’을 하며 자신이 윤리적 소비자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이 이와 같은 변화에 일조하였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

니터(20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의 88.7%가 나의 소비

가 남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은 뿌듯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80.3%는 현대

사회에서는 착한 소비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7.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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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였다. 즉, 최근 우리나라에서 로컬푸드 구매를 포함한 윤리적 소비가

점차 소수만이 전유하는 특수한 소비행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소비 현상

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소비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용객이 많아 감염 위험이 높은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대신 소형 매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쇼핑이 늘어나고 있고, 외식 대신 가

정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국리서치(2020)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소비자

들의 건강 관련 가치관과 환경 및 사회 관련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응답자의 71%가 건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였으며, 41%가 영양가 있

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58%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50%가 사회적 협력 및 공

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22%가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한국리서치, 2020). 이처럼 포스트

(post)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환경과 소비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동 거리가 짧아 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되고 사회 및 환경에 이로운

로컬푸드의 중요성이 주목받아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전

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던 로컬푸드의 성장세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매출이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충북 음성군의 경우, 코로나19로 통합

농산물 축제가 취소되어 농 특산물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온라인 쇼핑몰 개편, 온라인 축제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판매

실적이 50%(7억 원) 증가했다(강신욱, 2021). 즉, 코로나19를 계기로 모

바일, 온라인 등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를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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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증가하여 가까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서 로컬푸드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류가 제한되

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로컬푸드 소비를 통한 농민과의 상생의 가치가 주

목받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매

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가 최근 다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로컬푸드 구매동기

및 행태에 관한 최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행동은

행동 유발 원인인 동기에 따라 행동 방향이 결정되며 활성화되므로(김학

윤 & 이호배, 1996) 로컬푸드 구매동기 및 행태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으며, 어

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는지 고찰한 결과를 토대

로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의 어떤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함

으로써 향후 로컬푸드 소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고품질의 먹거리라는 이점을,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로컬푸드를 생

산하는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식량주권이 확보된다는 편익을, 환경에는

장거리 수송을 거치지 않아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편익을 제공한다. 즉, 로

컬푸드 소비는 개인, 사회, 환경 모두에 이롭고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소비 행위이므로 촉진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Birch et al.(2018)에 따르면, 식품의 선택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소

비자의 전반적인 식품 구매 행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비 행동

의 동기나 태도의 영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해왔으며, 로컬푸드 구

매와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주된 이유

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유형

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로컬푸드 구매

동기가 구매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면, 로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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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소비자들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이 제고되고 판매자의 마케팅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어 로컬푸드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irch et al., 2018). 특히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구매동

기만이 작용하지 않고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본 연구는

로컬푸드의 특성과 이점을 고려하여, 로컬푸드가 식품의 일종이라는 점

에서 ‘식품 선택 동기’, 지역에서 생산되어 사회와 환경에 이롭다는 점에

서 ‘이타적 동기’,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소비가 최근 유행처

럼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소비하는 ‘타인지향적

동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지향하는 ESG

경영 등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로컬푸드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의 행동이 어

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 및 사

회 형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그 현황

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과 관련된 여

러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에서의 소비자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Kamenidou et al., 2019; Verain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

하여 각 소비자 유형별 특성과 구매행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로컬푸드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제

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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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변화된 소비환경에서의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고찰하고자 한

다. 로컬푸드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로컬푸드가 윤리적 소비의 일환

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어 로컬푸드 소비

의 윤리적 동기 및 소비가치를 다뤄왔다(변순용, 2014; 정재란, 김태희,

& 배혜진, 2016; Megicks et al., 2012). 그러나 최근 윤리적 소비에 있어

서 동조나 과시와 같은 타인지향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등 로컬푸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환경이 변

화하여 여러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로컬푸드 구매

동기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구매행태의 구체적 차

이를 살펴봄으로써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기

반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실제 어떤 이유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탐색함으로써 로컬

푸드의 어떤 특성이 구매 결정과 직결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로컬푸드 소비 양상 및 그 의의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로컬푸드 소비의 효과적인 확산 방법을 도출하

여 로컬푸드 소비의 증진을 추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컬

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소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컬푸드 구매동

기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의 어떤 측면을 부각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함으로써 소비자 개인, 사회, 환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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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로컬푸드의 개념

본 절에서는 로컬푸드 개념의 등장 배경과 함께 해외 및 국내에서 로

컬푸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고찰하고, 로컬푸드의 이점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로컬푸드의 등장 배경

로컬푸드는 세계화로 인해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이 활발해진

세계 식량 체계(global food system)의 글로벌 푸드(global food)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국승용, 2012; 김종덕, 2008; 윤병선 & 송원

규, 2014; 이해진 & 윤병선, 2016; 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Ilbery & Maye, 2006; Nonini, 2013). 산업형 농업의 확산, 도시화, 운송

수단의 발달,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도래하게 된 세계 식량 체

계에서는 고도로 전문화 및 산업화된 방식을 통해 대규모로 생산된 식품

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어 계절과 상관없이 음식을 소비할 수 있다(김종

덕, 2009; Beardsworth & Teresa, 1997). 그러나 이러한 세계 식량 체계

는 식량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식량 생산자인 농민들은

대규모 농기업이나 유통 회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율성이

박탈됨으로써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이 위협받는다

(김종덕, 2009). 소비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방부

제 등이 첨가된 상태로 장거리 이동을 거쳐 자신들에게 도달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안을 겪게 되었다(국승용, 2012; 김

종덕, 2009; 김철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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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 식량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대안적인 모델로

서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철규, 2011; 이관률, 송주연, & 허남혁,

2013). 지역 식량 체계(local food system)를 통해 농민들은 소비자와 직

접 연결되고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아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Norberg-Hodge et al., 2002), 소비자들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고 수확 후 바로 소비되어 신선하며 영

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김종덕, 2009)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관련

논의가 확산되어(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유럽, 미국, 일본 등지

에서 로컬푸드 소비를 지지하는 로컬푸드 운동(local food movement)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에서 생산된 음식만을 먹거나 선호하는 사람을 ‘로커보어(locavore)’라는

신조어로 지칭하게 되었을 정도로(DeLind, 2011) 로컬푸드 소비에 대한

지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요구로 농산물 개방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다국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

운드의 결과로서 1995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농업 보

호 정책이 철폐된 이래로 국제무역이 먹거리 공급의 기반이 되어, 농민

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국내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

다(김철규, 2020). 따라서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2000년대 중반부터 로컬푸

드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김종덕, 2007; 김종덕, 2009; 김

철규, 2011; 박덕병, 2005).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민

장터, 직판장, 농산물 꾸러미, 학교급식 등의 로컬푸드 정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하기 시작하였고(충남발전연구원, 2012), 2015년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로컬푸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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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푸드의 정의

소비자 개인과 단체 및 국가마다 각기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로컬푸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

된 정의는 없다(Dentoni et al., 2009; Martinez et al., 2010; Tregear,

2011; Lang, M. et al., 2014). 특히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의 국

토 규모, 사회·문화적 배경, 행정구역 체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므로(국승용, 2012), 해외와 국내 각각에서 로컬푸드의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의 로컬푸드 정의

① 유럽 지역

1992년에 유럽연합(EU)이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의 원

산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시스템

을 구축하면서 로컬푸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세계화로 인해 유럽 내외의 다양한 식품을 수

입하게 된 상황에서 EU의 식품 표준이 비관세 무역을 지향하여 가난한

자국의 농부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어

(Bureau & Swinnen, 2018),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재정 지원하에 농업 및 식량 생산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와 재연결

(reconnection)의 핵심이 되는 공급망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정의내리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Kneafsey et al., 2013). 유럽위원회(EC)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시스템(LFS; Local

Food System)을 식품의 생산, 가공, 거래 및 소비가 20~100km 반경으로

제한된 정해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며, 중개자

수의 최소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적인 접촉을 지향하는 식별

되고 추적 가능한 짧은 식품 공급망(SFSC; Short Food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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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Ilbery & Maye, 2005, 2006; Karner et al.,

2010; Kneafsey et al., 2013; Knickel et al., 2008; Marsden et al., 2000;

Renting et al., 2003).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고

자란 축산물, 여러 곳에서 재배된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포장 및 유

통되는 가공식품 등 현대 식품 시스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로컬푸드

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EU 차원에서 법적으로 합의된 로컬푸드의

정의와 ‘지역(local)’의 지리적 규모에 대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Kneafsey et al., 2013).

영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로컬푸드 시스템(LFS)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6년 광우병 파동, 2001년 구제역 파동, 유전자 변형 식

품에 대한 논란 등을 거치면서, 공중 보건과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로컬푸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영국 당국과 시민들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식품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를 추진하였다(Karner et al. 2010). 즉, 소비자

들이 그들이 먹는 것과 다시 연결되고, 식량 공급망이 시골 지역과 재연

결되고,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현지에서 재배되고 신선하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지역사회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시스템(LFS)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Karner et al. 2010). 따라서 생산자, 행정조직,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로컬푸드의 정의를 내려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자 하였

고, 결과적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로컬푸드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와

관련된 개념들은 영국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그중 생산자들의 조직인 National Farmers Retail and

Markets Association(FARMA; (現)Farm Retail Association)은 두 가지

인증 기준을 개발하였는데, 첫째로 지정된 지역의 농부, 재배자 또는 생

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참여해야 하며,

둘째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판매자가 재배, 포획, 가공 등에 참여해야

하는데 특히 주요 생산물이 가축과 식물인 경우 전체 수명의 50% 이상

의 기간을 생산자의 토지에서 자랐어야 한다(Karner et al. 2010).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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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local)의 경계를 자치주(county), 국립공원, 기타 지리적 단위를 이

용하여 정의내릴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0마일(약

48km) 이내인 것이 이상적이지만 큰 도시나 외딴 지역의 경우에는 반경

을 최대 50마일(약 80km)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최대 권장 거리는 100

마일(약 160km)이라고 하였다(Karner et al. 2010). FARMA 이외의 관

련 단체들도 10마일부터 100마일까지 중 하나의 수치를 기준으로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자치주(county) 단위를 경계로 하여 지역(local)의 범

위를 정의내렸다(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② 북미 지역

현재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서는 로컬푸드를 제한된 지리적 구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어 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 또는 중개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으로 정의한다. 소비자들

이 무엇을 ‘지역적(local)’이라고 간주하는지 정의할 수 있는 정해진 거리

는 없지만, 종종 중심점 또는 주(state) 및 지역의 경계로부터의 고정된

거리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거리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 시

스템이 판매 지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연결해준다는 것이다. 소

비자, 학교, 병원 및 기타 기관들은 생산지로부터 먹거리를 직접 구입하

거나, 어디인지 아는 지역에서 유래하여 개별 품목이 생산지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식품을 구매한다. 직거래 시장인 농민 장터(farmers markets),

소비자가 직접 수확해가는 방식(Pick-Your-Own farms), 농가 판매대

(farm stands), 소비자가 생산자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지역에

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배송받는(변순용, 2014) 공동체 지원 농업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은 생

산자들과 소비자들을 로컬푸드 시스템에 합류시키고 있다.

지리 및 거리 기준에 근거하여 로컬푸드의 정의를 제시한 연구들은 고

객이 거주하거나 쇼핑을 하는 장소와의 인접성, 이동 거리 및 시간, 주

(state) 또는 기타 정치적 경계, 인근 지역사회 등을 고려하였다(Dur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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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Lang et al., 2014; Zepeda & Leviten-Reid, 2004). 대표적으

로 Zepeda & Li(2006)에서는 로컬푸드를 거주하고 있는 또는 인접한 자

치주(county)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식품 또는 농산물로 정의하였

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경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것을 로컬푸드로 간주하기도 하며, 거리상으로는 30마일(약 48km)에서

250마일(약 402km)까지 다양한 거리 기준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공간

적 정의를 제시하기도 한다(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Pirog,

2003). 미국 농무부(USDA)가 제정한 2008 Farm Act에서는 생산지로부

터 떨어진 거리가 400마일(약 640km) 이내 또는 생산된 주(state) 내로

로컬푸드의 범위를 한정하였다(Martinez et al., 2010). 캐나다 식품 검사

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현재 로컬(local)의 범위

를 같은 행정구역 이내로, 같은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5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CFIA, 2019). 2000년대 후반에 미국과 캐나

다에서는 거주지에서 반경 100마일(약 160km) 이내에서 생산된 음식만

을 먹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 Smith & MacKinnon(2009)에 의해

유명해지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거주지로부터 50마일(약 80km) 또는

100마일(약 160km) 또는 250마일(약 402km)의 특정 반경 내에서 재배

및 생산되어 최소한으로 가공된 제철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소비자를

‘로커보어(locavore)’라고 정의하기도 한다(Martinez et al., 2010).

③ 일본

지역 내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뜻인 지산지

소(地産地消) 운동은 일본의 대표적인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

된 식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접적인 경우와 광역자치단체의 재료로 제품

을 만들어 판매하는 간접적인 경우를 포괄한다(허남혁 외, 2011). 1970년

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초반에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

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일

본의 농협인 JA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산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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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産地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가 식량자급률 증가

와 지역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 내 로컬푸

드 소비가 활성화되었다(김응규, 2013; 정은미, 2011; 허남혁 외, 2011; 홍

완수, 이종수, & 박대섭, 2012). 최근에는 2010년 ‘6차산업화법’, 2011년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진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식품 가공, 외식, 관광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다(이민수, 2013). 자기 지

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합의된 단일 기준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주로 일본의 광역 행정단위인 도(都)·도(道)·부(府)·현(縣)을 단위

로 지역(local)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윤병선 & 유학열, 2009; 이관률,

송주연, & 허남혁, 2013).

2) 국내의 로컬푸드 정의

국내에서는 ‘로컬푸드(Local Food)’를 ‘지역 먹(을)거리’(윤병선, 2008;

윤병선, 2014; 허남혁a, 2006), ‘지역살림 먹거리’(김병혁, 2007), ‘향토음

식’(박인규 & 강금해, 2016; 이동필 & 최경은, 2007), ‘지역농산물’, ‘로컬

푸드’ 등 여러 형태의 용어로 사용해왔다(김미홍, 2019; 홍경완, 김현철,

& 정인경, 2010; 현혜경, 2010). 용어 대부분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local)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주로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백승우 & 김수현, 2013). 2015년

에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

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

로써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지역(local)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

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홍보 포털사

이트 ‘바로정보’에서는 로컬푸드를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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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행정구역인 시(市), 군(郡)이나 도

(道)의 경계 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local)의 범위에 관해 거주지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반경,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 등 지리적 거리에 중점을 둔 국내외의 로컬푸드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로컬푸드의 유형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직거래형 지역 내 유통’, 유통의

공간적 거리가 확대되어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부족하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토대로 식품을 유통하는 ‘직거래형 지역 외 유통’, 대

규모 유통센터를 통해 식품이 유통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 강화는

어려우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유통센터

경유형 지역 내 유통’으로 구분되어(국승용, 2012), 지역(local)은 단순히

공간적 거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로컬푸드가 아닌 기존 표준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는 농가에서 생산된 식품이 수집, 선별, 포장되어

도매시장으로 이동해 판매된 뒤 재분류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매시장

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과 달리,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유통단계

는 농가에서 생산된 식품이 지역통합물류센터를 거쳐서 공공급식, 직매

장, 가공·외식업체 등을 통해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 ‘바로정보’).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

래를 통해 둘 간의 사회적 거리가 단축되면 원활한 정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제고되고, 유대감이 형성되어 공동체 의식

이 형성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 개념에서는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 둘 모두의 단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승용, 2012; 백승우 & 김수현, 2013; 이관률, 송주연, & 허남혁, 2013;

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9). 허남혁(2006b)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전제하는 대안적 네트워크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확

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요약된다고 하였다. 즉, 단순히 지리

적인 단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직거래 방식을 통한 사회적 거리의 단

축에 초점을 두어 로컬푸드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로컬푸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물리적 거리 범위에 국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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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거리 개념까지 고려하여,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현실적인 지역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

(박예슬, 2014; 박예슬, 이성림, & 황혜선, 2015). 정은미(2011)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의

단축이 큰 의미가 없어 국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한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전국의 생산지를

포함하고 전국의 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주는 시스템이 로컬푸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생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한 현혜경(2010)의 연구 결과, 소비자들이 곡류, 과실류, 유지

류, 해조류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기타 식재료, 특히 서류, 채소류, 육류

등 제주가 주산지인 식재료에 대해서는 제주산을 로컬푸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지만 지역마다 풍

토가 다소 차이가 나서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

행정구역만을 지역(local)의 범위로 규정하면 수급 가능한 로컬푸드 품목

의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면적의 12.8%에 불과한 수

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 인구의 50.2%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국가

통계포털, 2021), 2020년 기준 전국 논밭 경지면적 1,564,797헥타르 대비

서울의 논밭 경지면적은 0.02%, 인천 1.16%, 경기 10.01%에 불과해(통계

청, 2021) 식품의 생산과 소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구역 단위로 로컬푸드의 범위를 제한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인구

가 수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품목과 양이 제한된다. 따라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지역(local)’의 물리적 거리 개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농림축

산식품부의 정의에서처럼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

아 사회적 거리가 단축된 먹거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로컬푸드를 정의

하는 것이, 국토가 넓지 않아 전국 차원의 유통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

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식품 자급률1)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

1) 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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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1.9%, 서류 84.3%, 두류 7.5%, 채소류 87.2%, 과실류 75.4%, 육류

75.2%, 계란류 99.4%, 우유류 49.8%, 어패류 51.2%, 유지류 1.2%를 기록

하였다(김상효 & 홍연아, 2020). 곡물자급률2)은 1980년 56.0%에서 2019

년 21.0%로 35.0%p 감소, 식량자급률3)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p 감소하였으며(장영주, 2020),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평균 곡물자급률이 전 세계 평균 99.9%, 호주 186.4%, 캐나다 176.6%,

미국 120.6%, 중국 95.9%, 일본 26.3% 등으로 21.5%를 기록한 우리나라

의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최성천, 김준기 & 옥소연, 2021).

즉,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장개방을 한 이래로 수입 식품의 비

중이 지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푸드(global food)에 대한 대안

적인 개념으로서 로컬푸드의 범위를 넓게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간

주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Local Food)’에 관한 다양한 용어 중에서 ‘로

컬푸드’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홍경완·김지영·김양숙

(2009)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로컬(Local)’은 지역의 특성과 생산자와 소

비자 간 유대관계 등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간적인 경계선

으로 제한되는 느낌을 주는 ‘지역’보다는 ‘로컬’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며, ‘푸드(Food)’의 범위에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가공식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대로 ‘로컬푸드’라고 표기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곡물자급률(%)=생산량/(수요량-(해외원조+수출))×100
3) 식량자급률(%)=생산량/(수요량-(사료+해외원조+수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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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푸드의 이점

로컬푸드는 소비자 개인, 사회, 환경 모두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소비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생산자와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생산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생산자 및 생산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제고되고 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긴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염 등의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장시간 유통을 위해 가공 또는

약품 처리되지 않아 영양도 더욱 풍부한 고품질의 신선한 제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예슬, 이성림, & 황혜선, 2015; 오지현

& 홍은실, 2012; 이민수, 2013).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가 증진되며,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경로의 단축으로 생산

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향상되어 지역 농가가 유지되고 일자리가 창출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민수(2013)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

트의 로컬푸드 소비가 20% 증가하면 지역의 소득이 약 5억 달러 증가하

고 4,700명이 신규 고용되며 2천만 달러의 사업소득세가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human, 2013)에서처럼 로컬푸드 소비는 지역경제

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100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일반 대형슈퍼

는 25달러, 지역 슈퍼는 52달러, 농민장터는 62달러가 지역에 재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 시애틀의 농민장터 사례에서처럼(Sonntag, 2008) 기

존 농식품 유통구조보다 2~3배의 승수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된다(이민

수, 2013). 규모가 작아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농의 경우에는, 고정

적인 판로를 통해 소량 또는 비규격 상품도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 거래를 위해 농민과 소비자 간

접촉이 증가할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농가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지역사회 내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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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종 작

물과 전통음식 소비가 활성화되어 토종종자와 전통 식단이 보존되고, 지

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체계(food system) 및 정책을 스스로 결정

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확보된다

(김종덕, 2011; 농림축산식품부 ‘바로정보’; 박예슬, 이성림, & 황혜선,

2015; 이민수, 2013; Ferguson, & Thompson, 2020).

마지막으로 환경에 있어서는 식품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동

한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가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짧아서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로컬푸드는 유통 과정과 저장기간이 짧아 석유 에너지 낭비

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든다. 또한 장거리 유통

에 필요한 개별 포장이 적게 사용되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역

농가의 토지 사용이 활성화되어 단작에 따른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바로정보’; 박예슬, 이성림, & 황혜선,

2015; 오지현 & 홍은실, 2019; 이민수, 2013; 홍경완, 김현철, & 정인경,

2010; Ferguson, & Thompson, 2020).

이처럼 로컬푸드는 개인, 사회, 환경 모두에 이로우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라는 바람직한 결과에 기여하므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한 국내

외 문헌 중, 이와 같은 로컬푸드의 이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제

시한 경우들도 있다.

Trobe(2002)는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정의할 때,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

만이 아니라 로컬푸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Trobe(2002)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지속가능한 방법

으로 일정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직거래나 유통단계의 단축을 통

해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이라고 정의된다. 즉, 지역의 범위 제한

과 유통 과정의 단축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및 가공되어 환경에 이롭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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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로컬푸드를 정의하고자 한 홍경완·김지영·김

양숙(2006)은 국내외 로컬푸드 관련 문헌을 통해 로컬푸드 개념의 정의

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적 및 환경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개

념에 대해 소비자 또는 판매지에서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어 소

비자와 생산자 간 물리적 및 사회적 거리를 최소화하며, 생산자와 소비

자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먹거리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홍경완, 김지영, & 김양숙, 2006).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개념 인식 및 특성에 대한 기대 변화를 살펴본

Lang et al.(2014)은 Hartman(2008), Megicks et al.(2012) 등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로컬푸드 개념 정의 요소로서 생산자 특성, 상품 특성, 지

역에 제공되는 이점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자

특성으로는 지역사회에 소속된 판매자, 소규모의 독립적인 재배 및 제조

업자, 산업 또는 기업 형태가 아닌 재배 및 제조업자, 가족이 소유 및 운

영하는 재배 및 제조업자 등이 정의에 사용되었다. 제품 특성으로는 고

도의 기술 또는 장인 정신으로 생산된 제품,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전통

음식 또는 레시피, 지역의 고유한 또는 유명한 제품 등이 정의에 사용되

었다. 지역에 제공되는 이점으로는 신선함, 믿을 만함, 지역사회 도움 등

이 로컬푸드 정의 설명에 사용되었다.



- 19 -

제 2 절 로컬푸드 구매동기

인간 행동의 근원이 되는 욕구인 ‘동기’는 내적 및 외적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는 심리 상태로,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고 결정한다(신수아,

2015; Ryan & Deci, 2000). ‘구매동기’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중에서 특히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이자, 구매 행동의

이면에 있는 추진력을 말한다(유동근, 1983). 따라서 본 절에서는 로컬푸

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 즉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유를 다룬 선행연구

들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로컬푸드 구매동기로 다뤄

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기농 식품 소비자와 로컬푸드 소비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Zepeda

& Deal(2009)에 따르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지원

(100%), 신뢰의 문제 및 기업에 대한 반감(73%), 품질 및 신선함(64%),

에너지 낭비에 대한 우려(45%), 동물에 대한 대우(27%), 질병의 확산 저

해(18%), 노동자에 대한 대우(18%), 지역의 고유함(18%), 국가의 식량안

보(9%), 토지 처리(9%)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관련 운영자, 로컬푸드 운영자, 소비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홍경완·김현철·정인경(2010)의 연구 결

과, 로컬푸드의 이용 동기는 신선하고 안전하므로(82.1%), 지역경제에 이

익이므로(35.9%), 신뢰할 수 있으므로(30.8%), 환경에 대한 지속성을 고

려하므로(30.8%),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28.2%), 지역 생산물이므로

(25.6%),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17.9%), 친환경적이므로

(10.3%),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주므로(10.3%), 사회적 기업과 공

동체 의식을 높여주므로(10.3%), 먹을거리 선택에 대한 자녀교육이 가능

하므로(7.7%), 직거래가 가능하므로(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의 이용 동기는 앞서 살펴본 로컬푸드의 개인, 사회, 환경에의

이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T. Kearney(2013)의 로컬푸드 소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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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

기 때문(66%), 보다 광범위하고 우수한 상품 구색이 제공되기 때문

(60%), 건강에 더 좋기 때문(45%), 탄소 배출량이 개선되기 때문(19%),

천연 또는 유기 생산물이 증가하기 때문(19%)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형(2014)은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로컬푸드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 및 심리적 상태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요인에

따라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구매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라고 정의하였

으며, 구매동기를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로 구분하고 다시 개인적

동기를 건강성 추구 동기와 경제성 추구 동기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동

기는 ‘지역의 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위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로, 건강성 추구 동기는

‘일반 식품에 비해 로컬푸드가 안전하고 신선하여 건강에 좋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로, 경제성 추구 동기는 ‘일반 식품에 비해 로

컬푸드의 가치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라고

정의하였다(박재형, 2014).

이처럼 로컬푸드 구매동기는 연구마다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본 연구

는 로컬푸드는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 선택 동기’ 관점에서, 로컬푸드

의 지역적(local)인 특성이 사회와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이타적 동기’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 로컬푸드 소비 자체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지향적 동기’ 관점에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순

서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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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선택 동기

로컬푸드는 품목 분류 중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품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매동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소비자의 식

품 선택 동기는 여러 복잡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Furst et al.,

1996),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품의 맛, 가격 등 상품

으로서의 속성 관련 요인과 소비자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이 있다(장현욱, 2012; Furst et

al, 1996; Koster, 2009).

Steptoe et al.(1995)는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로 문항을 구성하여 358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health), 기분(mood), 편의성

(convenience), 감각적 매력(sensory appeal), 천연성분(natural content),

가격(price), 체중조절(weight control), 친숙함(familiarity), 윤리적 관심

(ethical concern)의 9가지 척도가 도출되었다. 이 중 윤리적 관심은 대상

이 되는 특정 식품이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에서 나고 자란 것

인지,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친환경 방법으로 포장되었는지

등으로 측정하였다.

Steptoe et al.(1995)가 개발한 9가지 식품 선택 동기 측정 척도는

Food Choice Questionnaire(FCQ)로 불리며, 식품 선택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연구 주제와 대상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김

선희·이애주(2017)와 같이 초콜릿 등 구체적인 식품 품목에 관한 선택

동기 연구 시에도 활용되고 있고, 유기농 식품(유소이 & 윤하영, 2009),

친환경 식품(Lidew et al., 2015), 전통발효 식품(김성아 & 홍완수, 2019)

등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의 식품 선택 동기를 탐구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 식품 소비 동기를 고찰하기 위해 Steptoe

et al.(1995)의 FCQ를 활용하여 동기를 측정한 Dowd & Burke(2013)는

건강, 기분, 편의성, 감각적 매력, 천연성분, 가격, 체중조절, 친숙함 이외

에 생태적 복지(ecological welfare),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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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Verain et al.(2021) 또한 Steptoe et

al.(1995)의 FCQ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여, 편의성, 체중조절, 천연성분,

기분, 가격, 감각적 매력, 친숙함, 건강 이외에, 동물 복지, 윤리적 관심,

환경 복지로 구성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로컬 및 제철 음식

(local and seasonal)’ 두 가지를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 동기 측

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 떠오른 식품 분야인 로컬푸드 구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 상당수가 Steptoe et al.(1995)의 FCQ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장현욱(2012)은 Steptoe et al.(1995)의 FCQ 문

항들을 토대로 건강 요인, 식품 특성, 음식 준비의 용이성, 환경적 요인

에 대한 동기로 문항을 구성하여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측정하였고, 요인

분석 결과, 건강 동기, 용이성, 관능성, 환경요인의 4가지로 동기가 도출

되었다. 박예슬·이성림·황혜선(2015)도 Steptoe et al.(1995)의 FCQ를 토

대로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건강, 안전, 편의성, 가격, 친숙성, 윤리적

관심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로컬푸드 구매에서의 식품 선택 동기를 측정

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타적 동기, 건강 및 안전 동기, 경제 및

편의성 동기, 친숙성 동기의 4가지가 도출되었다. 문혜준(2016)은

Steptoe et al.(1995)의 FCQ 문항과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다룬 선행연구

들을 토대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탐색한 결

과, 로컬푸드 구매동기가 사회적 동기, 건강 추구성 동기, 친환경 동기,

접근성 동기, 경제성 동기의 5가지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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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타적 동기

로컬푸드는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와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윤리적 소비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믿

음에 근거해 내리는 의식적인 소비 선택으로, 당장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고려하고 자연환경까지

생각하여 내리는 구매 선택을 말한다(박예슬, 2014). 전통적인 소비 관점

과 달리, 윤리를 의식하는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타적이고 평등하

며 시민적인 의지를 보이며, 구매력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표현

함으로써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Lee, 2019; Willis & Schor,

2012). 소비자가 윤리적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소비 동기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박소진 & 유소이, 2007; 허은정 & 김우성, 2014;

Lockie et al., 2002). 윤리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이기적 욕

구 충족을 위한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이타

적 욕구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므로(홍연금 & 송인숙, 2008) 윤리적 소

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되며, 윤리적 소비에 속

하는 로컬푸드 구매동기 또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나눌 수 있

다(박예슬, 2014).

Birch et al.(2018)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로컬푸드의 구매동기를

이기적(egoistic) 동기와 이타적(altruistic) 동기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하였는데, 이타적 동기를 윤리적 정체성(ethical identity)과 환경의식

(environmental consciousness)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즉, 소비자가

평소에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로컬푸드 구

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탐색하였는데, 연구 결과 윤리적

정체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로컬푸드 구매에 있어서 이기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Knight, 2013; Uribe et al., 2012)와 달리, 지역 농민, 생산자, 소매업자

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이타적 동기와 관련된 사회적 혜택(Memery et

al., 2015)과 윤리적 소비 및 환경에 대한 우려(Megicks et al., 200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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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Birch et al., 2018).

Ferguson & Thompson(2020)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이유를 윤리적

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첫 번째 사회적 이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

다. 세 번째 이유는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공동체 지원 농업(CSA)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한 Schnell(2013)에 따르면, 많은 회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

는 주된 이유로 로컬푸드를 구매할 때 느끼는 공동체 의식과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장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꼽았다. 또한 경제적 이유

범주와 공동체적 이유 범주 사이에는,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식량주권

보장에 필요한 자결권을 고취하고 음식과 관련된 문화적 및 개인적 정체

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Ferguson & Thomps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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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지향적 동기

타인지향적 소비란, 소비의 동기가 본질적인 필요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

우를 말한다(이지현 & 황장선, 2016; Kotler, 1965; Taylor, 1999). 과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며, 사회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촉발된다(이지현 & 황장선,

2016). 로컬푸드 역시 사회구성원인 소비자가 사회의 맥락에서 소비하므

로 타인의 영향을 받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 소비

및 윤리적 소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게 바람직한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타인지향적 동기가 작용

할 수 있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다. 이 중 주관적 규범은 행동을 수행할지 말지에 관해 지각된 사회적

압력으로(Ajzen, 1991), 식품 소비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규범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경원 & 신은미, 2003; 유소이 외, 2008; 전상민, 2012;

Chen, 2007).

최근에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로컬푸드 구매 행동을 탐구한 연

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왔다(Bianchi & Mortimer, 2015; Kamenidou et al.

2019; Kumar & Smith, 2018; Onozaka et al., 2010; Shin, Jung, &

Severt, 2020). 해당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

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로컬푸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민수(2019)는 로컬푸드 소비자와 로컬푸

드를 소비한 적 없는 사람들 간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의 크기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로컬푸드 이용자가 대형마트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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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주관적 규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민

수(2019)는 이에 대해 로컬푸드 이용자들이 관계지향성이 높은 성향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의 규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

여준다고 해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소비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타인지향적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고애란(2009)은 윤

리적 소비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성과 이타적

인 자기 이미지를 추구하는 특성이 윤리적 소비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상민(2016)은 Kohlberg(1984)의 3수준 6

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토대로 윤리적 소비 동기를 설명하였는데,

도덕성 발달 3단계인 대인관계 지향의 규범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타인

지향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하거나 남에게 과시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범주로, 차별화 요소와 남에게 보여주기/선물하기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참여자들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해 타인 지향이 주된 윤리적

소비동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Zorell(2018)에 따르면 ‘정치적 소비’는 소비의 행동적 특성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 등의 용어와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박미혜, 2019), 정치적 소비의 동기로 작용하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 중 사회적 이익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지위 동기와 관련된다(박미

혜, 2020; Griskevicius, Tybur & Bergh, 2010). Gotlieb(2015)은 정치적

소비의 내적 동기를 개인적 가치표현, 사회적 동일시, 사회적 승인 동기

의 3가지로 구분했는데, 가치표현(value expressive) 동기에 의해 정치적

소비에 개인적인 가치가 반영되고, 사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

동기에 의해 상호 간의 연결 및 유대를 추구하고, 사회적 승인(social

approval) 동기에 의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박미

혜, 2020). 로컬푸드 소비는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소비의 내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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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로컬푸드 구매동기 또는 윤리적 소비 동기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마다 구매동기를 다르게 구성하여 결과에서

유의한 구매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로컬푸드 구매동기로 식품 선

택 동기와 이타적 동기의 내용을 포괄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왔으나,

타인지향적 동기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 연구들은 대부분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로컬푸드 소비에서의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질적 연구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서의 타인지향적 동기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따라

서 타인지향적 동기를 로컬푸드 구매동기로서 명시하여 그 유의성을 확

인한 양적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식품

선택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 세 가지 모두를 로컬푸드 구매

동기 요소로 고려해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들

의 구매동기를 다차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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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로컬푸드 구매 행동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연구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의 기본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이외에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외생변수

들을 추가하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행동 의도 및 실제 행동을 보

다 잘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는 동기 또한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 모형에서 선행변수로서 추가

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동기가 추가된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에 따르면,

동기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를 매개변수로 하여 행동 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로컬푸드 구

매동기가 어떤지에 따라 구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로컬푸드 구매 행동의 내용과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에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로컬푸드 구매 행동의 내용

Engel, Blackwell, & Miniard(1995)는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

가, 구매, 구매 후 행동의 다섯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후 사용하는 것 이외에 구매 전 정보 탐색

및 대안 평가뿐만 아니라 사용 후의 평가 및 처분 행동도 소비자 구매

행동에 포함된다(이보순 & 박기홍, 2014). Zaltman & Wallendorf(1983)

는 소비자 구매 행동을 개인, 집단, 조직이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

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 과정 및 사회적 관계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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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매, 사용, 사용에 따른 경험 등에 관련된 행동

은 물론, 구매한 상품의 재구매의도, 타인에 대한 추천의도와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도 소비자 구매 행동에

해당한다(이보순 & 박기홍, 201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로컬푸드 구매 행동을 구매의도 뿐만 아니라 실제

구매 정도, 만족도, 재구매의도, 추천의도, 구전의도, 충성도, 선호도 등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지웅, 2013; 박예슬 외,

2015; 이보순 & 박기홍, 2014; Park & Cho, 2010). 김지웅(2013)은 로컬

푸드 구매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로컬푸드 구매 횟수, 1회 평균 구입 금

액, 월평균 구입 금액, 로컬푸드 매장 이용 기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로

컬푸드 구매에 대한 만족도, 재구매의도 및 지속적 구매의도, 추천의도,

일반 농산물보다 더 비싸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정도

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예슬 외(2015)는 가계의 월평균 식

료품 구입 금액 대비 로컬푸드 구입 금액의 비중으로, 즉 실제 로컬푸드

구매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로컬푸드 구매 행동에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이 강조되면

서 가격, 품질 등의 직접적 혜택부터 정의, 공정성, 권익 등의 사회적 가

치까지 소비의 주요 관심사가 확대되고 있다(황혜선, 2019; Caruana &

Chatzidakis, 2014; Crane & Matten, 2005). 이는 소비의 범위를 사적 이

익의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규범적인 이상(normative ideal)을 따르는

친사회적 행위(pro-social behavior)로 간주하는 것이다(황혜선, 2019). 이

러한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소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황혜선, 2019; Vitell, 2015; Webster, 1975).

즉, 로컬푸드를 구매 후 사용해본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재구매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경험을 토대

로 타인에게 로컬푸드를 추천 및 공유해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를 형성하는 것 또한 로컬푸드 구매 행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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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로컬푸드

구매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사회와 환경에 이로운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 소비

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는 것 또한 로컬푸드 구매 후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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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매 행동

Khan & Hackler(1981)에 따르면, 성별 및 나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성격 등의 심리학적 요인과 교육 수준, 가구소득,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종교·지리적 요인 등이 소비자의 영양 섭취,

신체활동, 건강 및 위생 기준 등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한 측면을 결정하

여 개인의 식품 선호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구의 크기 및 구

성에서의 차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에서의 차이를 초래하여 결

과적으로 상품 수요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Bryant, & Zick, 2006).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로컬푸드 소비 행동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왔으나, 일관되지 않

은 연구 결과가 관찰된다.

Bond, J. K. 외(2009)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혼

인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신선한 식품 구매장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연구 결과 농민 장터(farmers market), 공동체 지

원 농업(CSA), 길가 좌판대 등에서 신선한 음식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

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즉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특정 소비자 유형에서만 해당 방법으로 식품을

구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epeda & Li(2006)는 나이, 성별, 인종, 교육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불특정한 소비자선호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컬푸드

소비자와 관련된 연구 진행 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다룬 다른 연구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Zepeda & Li(2006)는 미국 내 식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

자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나이, 인

종, 대학교 졸업 여부, 소득, 5세 이하 또는 17세 이하 아이 수 등은 로

컬푸드를 구매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에 다른 어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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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컬푸드를 구매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로 판별되었다.

반면, Kim, Y. G. 외(2009)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이 로컬푸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로컬푸드를 먹어보는 것

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로컬푸드 소비를 통한 건강 관리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Nie & Zepeda(2011)는 미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인종, 가구 내 성인 및 아이의 수, 소득, 거주지역 등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살펴보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4개 집단으로 소비자를 유형

화하였다. 그 결과, 모험심이 있는 소비자 유형(24.1%)과 합리적인 소비

자 유형(29.2%)에 유기농 식품 및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분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기농 식품 및 로컬푸드를 구매할 가능성

이 가장 큰 유형인 모험심이 있는 소비자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구에 한 명 이상의 어른이 있고, 여성이 많고,

백인이 아닌 인종이 많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계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높은 계층도 아닌 편으

로 나타났다. 유기농 식품 및 로컬푸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큰

소비자 유형인 합리적인 소비자 유형은 대체적으로 가구에 6~17세 아이

가 많은 편이며, 나이는 중간 수준이고, 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집단

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로컬푸드 소비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진

행되었다. 원미경 외(2015)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로컬푸드 인식 정도, 구

매 정도, 체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로

컬푸드를 고품질 농산물로 인식하는 정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전반적으로 믿음이 간다고 인식하는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

식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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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로컬푸드 구

매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50대, 40대와 30대, 20대 순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컬푸드 체험 정도는 20대보다 30대

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현욱(2012)은 소비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녀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매빈도, 구매 비용, 구매 프리미엄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로컬푸드 구매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연령이 높을

수록 로컬푸드 구매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에 로컬푸드 구매 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로컬푸드 구매와 관련

된 각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

원배치분산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연령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보다 로컬푸드 구매빈도 및 구매 비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졸 이하 집단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보다 로

컬푸드 구매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예슬 외(2015)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로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거주지역, 가구원 수, 가족 구성, 농촌 경험 유무, 월평균 음식물비,

월평균 식료품비 등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만으로는 로컬푸드 구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식품 선택 동기와 외적 환경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가족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농촌·주말농장

경험이 있는 경우에 로컬푸드 구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홍은실(2018)은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가

치가 로컬푸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더 많고 로컬푸드 구매 비용도 더 많으며, 고학력자, 고소득자, 기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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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홍은

실, 2018). 또한 홍은실(2018)은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가치, 태도,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구매자의 연령,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소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구매 만족도이고 독립

변수로 사회경제적 변인만 투입한 1단계 회귀식에서는 결혼을 한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로컬푸드 구매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비가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식부터는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검증되어 직접적인 효과 및 소비가치와 태도를 경유한 간접적 효과

둘 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은실, 2018).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매

행동 간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어떤 변수를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

봤는지, 연구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

들에서는 대체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한

경우일수록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는 학력

이 높을수록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연구에

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연구 결과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 이외에 거주지

역, 가족 중에 성인 또는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등과 같은 가구의 특성

또한 로컬푸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도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

매의도와의 관계만을 살피지 않고, 구매 정도와 구매 비용과 같은 실제

적인 구매 행동과 재구매의도, 만족도 등 로컬푸드 확산 행동과 관련된

항목들까지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

매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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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구매동기

에 따라 유형화한 소비자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로컬푸드 구매

행태의 차이에 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한

측정 도구와 분석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행태

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각

소비자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로컬푸드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

다. 따라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

적인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후(연구문제 1), 로컬푸드 구매동기가 무엇

인지 살펴보고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한 이후에

각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고(연구문제 2), 각 소비자 유형별로 로컬푸드 구매 정도, 구매 방법, 확

산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연구문제 3)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로컬푸드 소비자는 구매동기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3] 로컬푸드 소비자 유형별 구매행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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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로컬푸드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로컬푸드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 방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3. 로컬푸드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확산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모형

위의 세 가지 연구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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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토대로 유형화

한 소비자 유형별 일반적 특성 및 구매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로

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60대 성인 소비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본 조사를 위해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인터넷 리서치 전문업

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시작 단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로컬푸드의 정의를 자세한 설명 및 사

진과 함께 제시하고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을 통해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소비자로 조사대상자를 한정하였다. 20

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5개 연령대를 각 집단별로 100명씩 할당하

고 각 연령대 내 성별을 남녀 동일하게 할당하여 나이와 성별에 따른 고

른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표본을 수집한 결과, 최종 분석에 총 528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IRB No. 2104/001-009).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로컬푸

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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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에서는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측정한 문항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순서대로 진행하

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5가지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토대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

들을 6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다음, 6개의 소비자 유형 간에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

원분산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형화한 6개의 소비자

유형 간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매 정도, 구

매 방법, 확산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로컬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 정

보·홍보 포털 ‘바로정보’에서는 로컬푸드를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

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

산된 식품으로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가 단축된다는 특성

에 중점을 두어, 로컬푸드를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

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지역의 특산 가공

식품’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 및 축

산물도 로컬푸드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최근 지역의 특산 가공식

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로컬푸드

의 이점이 반영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

들이 로컬푸드에 대해 편향된 견해를 가지지 않고 설문에 응답하게끔 하

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를 단축한다는 개념은 명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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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로컬푸드의 정의와 함께 로컬푸드에 해당하는 예

시 설명과 사진을 제시하여, 생산자와의 직거래 또는 산지 직송을 통해

구매하는,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이 로컬푸드에 해당됨

을 강조하였다.

2) 로컬푸드 구매동기

본 연구는 구매동기를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유동근, 1983)로 정의하고,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식품 선택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의 세 가지 차

원에서 측정하였다. 식품 선택 동기는 식품이 지닌 구체적인 제품 속성

때문에 구매하는 동기, 이타적 동기는 소비자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환경을 위해 구매하는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거나 동조 또는 과시하기 위해 구매하는 동기를 말한다.

따라서 “나는 로컬푸드를 ~(때문)에 구매한다.” 형식의 문항에 대해 ‘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측정하였다.

먼저, Steptoe et al.(1995)의 식품 선택 동기(Food Choice

Questionnaire)의 관점에서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다룬 박예슬(2014), 박

재형·나주몽(2014), 김종남(2020), Megicks et al.(2012) 등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건강’ 관련 문항 3개, ‘안전’ 관련 문

항 3개, ‘감각적 매력’ 관련 문항 3개, ‘편의’ 관련 문항 3개, ‘친숙함’ 관

련 문항 3개, ‘가격’ 관련 문항 3개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구매에서의 이타적 동기를 다룬 백승우·김수현

(2013), 박예슬(2014), 박재형·나주몽(2014), 이보순·박기홍(2014), 문혜준

(2016), 오민지(2016), Ferguson & Thompson(2020) 등의 내용을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친사회적(Pro-Social) 동기’ 측정 문항 6개,

‘친환경 동기’ 측정 문항 6개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미혜(2020), 전상민(2016), Gotlieb(2015), Tauber(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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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고하여 로컬푸드 구매에서의 타인지향적 동기 측정 문항을 개발

하였다. ‘타인과의 연결 및 유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되는 사

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 6개, ‘사회적으

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되는 사회적 인정(Social

Approval)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 6개로 타인지향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하나의 구매동기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순서대로 제시될 경우 응

답자들이 편향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 42개 문항을 각 구매

동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무작위순서로 배치하여 조사대상자들이 로컬푸

드를 구매하는 이유를 가능한 한 편향되지 않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을 구성하였다.

3) 로컬푸드 구매행태

본 연구는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구매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매 정도, 구매 방법, 확산 행동에 관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① 로컬푸드 구매 정도

로컬푸드 구매 정도는 로컬푸드 주관적 구매 수준, 로컬푸드 구매빈도,

로컬푸드 구매 비용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웹사이트의 주요거래품목을 참고하여 농산물

6가지, 축산물 3가지, 수산물 3가지, 지역의 특산 가공식품 3가지로 구성

된 총 15가지의 구체적인 로컬푸드 품목별 주관적 구매 수준을 ‘전혀 구

매하지 않는다’,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구매한다’, ‘매

우 자주 구매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로컬푸드 구매빈도를 알아보고자 로컬푸드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

번’, ‘3개월에 1-2번’, ‘3개월에 1번 미만’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로컬푸드 구매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로컬푸드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 41 -

한 달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식품 구

입비 중에서 로컬푸드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0% 이

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이하’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가격이 일반 식품4)에 비해 저렴한지, 비슷한지, 10% 정도

비싼지, 20% 정도 비싼지, 30% 정도 비싼지, 40% 정도 비싼지, 50% 정

도 비싼지, 50% 이상 비싼지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② 로컬푸드 구매 방법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오프라인 대면 채널

12가지와 온라인 비대면 채널 12가지 각각에 대해 로컬푸드 구매 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구체적인 구매 채널 항목 구성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의 식품소비행태조사와 나종연 외(2021)를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어떤 속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구매 채널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컬푸드 구매처 선택속성을 측정한 홍성현 외(2014)의

문항을 참고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구매 채널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로

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속성 10가지를 구성하였다. 구매 채널 선택 시 각

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

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③ 로컬푸드 확산 행동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에 기여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컬푸드에 대한 의식적인 구매 행동, 다른

4) 일반 식품이란 로컬푸드가 아닌 식품, 즉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
국내산 식품과 수입산 식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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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로컬푸드를 추천하거나 나누어주는 외적 확산 행동, 로컬푸

드 관련 펀딩·기부·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내적 확산 행동

을 평소에 얼마나 하는 편인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았다. 문

항 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 또는 시민참여 행동을 측정한

이혜미(2016), 황혜선(2019), Lee(2015)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로컬푸

드 확산 행동을 측정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문항
Cronbach

α

의식적

구매 행동

나는 평소에 로컬푸드를 일부러 찾아서 구

매하는 편이다.

.82
나는 평소 식품 구매 시에 일반 식품보다는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편이다.
나는 평소에 가격과 상관없이 로컬푸드면

구매하는 편이다.

외적

확산 행동

나는 로컬푸드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

과 공유하는 편이다.

.8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로컬푸드 구매를 추

천하는 편이다.
나는 지인들에게 로컬푸드를 나누어주거나

선물하는 편이다.

내적

확산 행동

나는 로컬푸드 관련 펀딩(모금)에 참여하는

편이다.

.92

나는 로컬푸드를 위한 기부에 참여하는 편

이다.
나는 로컬푸드 관련 모임, 행사, 캠페인 등

의 활동에 참여하는 편이다.
나는 로컬푸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편이다.

<표 3-1> 로컬푸드 확산 행동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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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전체 구성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변수 문항 문항 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월 평균 개인소득

-직업

-가족 구성원 수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가족 구성원

-미성년 구성원 수

-고령 구성원 수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거주지 분류

14문항

로컬푸드

구매동기

-식품 선택 동기(건강, 안전, 감각적 매력, 편

의, 친숙함, 가격)

-이타적 동기(친사회적 동기, 친환경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사회적 동일시 동기, 사회적

인정 동기)

42문항

로

컬

푸

드

구

매

행

태

구매

정도

-로컬푸드 품목별 주관적 구매 수준

-로컬푸드 구매빈도

-로컬푸드 구매에 쓰는 한 달 평균 지출 금액

-전체 식품 구입비 대비 로컬푸드 구입비 비중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일반식품 대비 가격수준

19문항

구매

방법

-오프라인 대면 채널 이용 정도

-온라인 비대면 채널 이용 정도

-구매 채널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

34문항

확산

행동

-의식적 구매 행동

-외적 확산 행동

-내적 확산 행동

10문항

<표 3-2> 설문지 구성



- 44 -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52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3>

과 같다.

남성 260명(49.2%)과 여성 268명(50.8%), 20대 105명(19.9%), 30대 105

명(19.9%), 40대 105명(19.9%), 50대 106명(20.1%), 60대 107명(20.3%)으

로 성별 및 연령대별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집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44.29세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3명(25.2%), 대학교 졸업 332

명(62.9%), 대학원 재학 이상 63명(11.9%)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 131명(24.8%),

2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 228명(43.2%), 350만 원 이상 169명

(32.0%)으로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값은 293.79만원이다. 직업의 경우 전문

직 73명(13.8%), 사무/관리직 172명(32.6%), 서비스/판매직 69명(13.1%),

생산 관련직 39명(7.4%), 농 수 축산업 3명(0.6%), 학생 25명(4.7%), 전

업주부 77명(14.6%), 무직 52명(9.8%), 기타 18명(3.4%)으로 취업자가

356명(67.4%)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같이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 수는 1명(1인 가구) 74명(14.0%), 2명 97명

(18.4%), 3명 166명(31.4%), 4명 155명(29.4%), 5명 이상 36명(6.8%)으로

3명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값은 2.98명이다. 구체적인 가족 구성

원을 살펴보면,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75명(14.2%), 부모 150명(28.4%),

조부모 6명(1.1%), 형제자매 73명(13.8%), 배우자 269명(50.9%), 자녀

244명(46.2%), 손자녀 2명(0.4%), 기타 11명(2.1%)으로 나타났다. 혼인상

태는 미혼 204명(38.6%), 기혼 313명(59.3%), 이혼/사별 11명(2.1%)으로

기혼자가 가장 많았다. 기혼자 313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여부를 질문한

결과, 150명(28.4%)이 맞벌이 가구이고 163명(30.9%)은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 가구원이 있는 142명

(26.9%)의 평균 미성년 가구원 수는 1.48명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

원이 있는 119명(22.5%)의 평균 고령 가구원 수는 1.43명이다. 가구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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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은 350만원 미만 156명(29.5%),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230명(43.6%), 650만원 이상 142명(26.9%)으로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

만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값은 513.98만원이다.

거주 지역은 서울 148명(28.0%), 부산 41명(7.8%), 대구 18명(3.4%), 인

천 33명(6.3%), 광주 13명(2.5%), 대전 14명(2.7%), 울산 13명(2.5%), 세

종 2명(0.4%), 경기도 126명(23.9%), 강원도 16명(3.0%), 충청도 20명

(3.8%), 전라도 39명(7.4%), 경상도 42명(8.0%), 제주도 3명(0.6%)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자 307명(58.1%), 비수도권 거주자 221명

(41.9%)이다. 또한 농어촌 거주자 45명(8.5%), 중소도시 거주자 133명

(25.2%), 대도시 거주자 350명(66.3%)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대다수를 차

지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여성

260명(49.2%)

268명(50.8%)

혼인

상태

미혼

기혼

이혼/사별

204명(38.6%)

313명(59.3%)

11명(2.1%)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5명(19.9%)

105명(19.9%)

105명(19.9%)

106명(20.1%)

107명(20.3%)

미성년

가구원

수

0명

1명

2명

3명

386명(73.1%)

83명(15.7%)

50명(9.5%)

9명(1.7%)

학력

고졸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재학이상

133명(25.2%)

332명(62.9%)

63명(11.9%)

고령

가구원

수

0명

1명

2명

3명

409명(77.5%)

74명(14.0%)

39명(7.4%)

6명(1.1%)

월

평균

개인

소득

200만원 미만

200이상 350미만

350만원 이상

131명(24.8%)

228명(43.2%)

169명(32.0%)

월

평균

가구

소득

350만원 미만

350이상 650미만

650만원 이상

156명(29.5%)

230명(43.6%)

142명(26.9%)

<표 3-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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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전문직

사무/관리직

서비스/판매직

생산 관련직

농 수 축산업

학생

전업주부

무직

기타

73명(13.8%)

172명(32.6%)

69명(13.1%)

39명(7.4%)

3명(0.6%)

25명(4.7%)

77명(14.6%)

52명(9.8%)

18명(3.4%)

거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148명(28.0%)

41명(7.8%)

18명(3.4%)

33명(6.3%)

13명(2.5%)

14명(2.7%)

13명(2.5%)

2명(0.4%)

126명(23.9%)

16명(3.0%)

20명(3.8%)

39명(7.4%)

42명(8.0%)

3명(0.6%)

가족

구성

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74명(14.0%)

97명(18.4%)

166명(31.4%)

155명(29.4%)

36명(6.8%)

거주지

분류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45명(8.5%)

133명(25.2%)

350명(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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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 3 장의 연구문제에 따라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행

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한 뒤 각 소비자 유형별 특성과 구매행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제 1 절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이 어

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에서는 구매동기를 측정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로컬푸드 구

매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

형화하고자 한다. 이후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에서는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로 로컬푸드 구매 정도, 구매

방법, 확산 행동을 포괄하는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

1. 로컬푸드 구매 정도

조사대상자 528명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4-1>, 빈도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로컬푸드의 구체적인 품목별 주관적 구매 수준을 살펴보면 농산물

(3.36), 축산물(3.19), 가공식품(2.95), 수산물(2.90) 순서로 나타나, 로컬

농산물에 관한 주관적 구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로컬 수산물에

관한 주관적 구매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로컬푸드 품목에 대

한 주관적 구매 수준(3.15)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주로 로컬 농산물을 구매하나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구매빈도는 ‘한 달에 1-2번’ 225명(42.6%), ‘일주일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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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명(37.3%), ‘3개월에 1-2번’ 48명(9.1%), ‘일주일에 3번 이상’ 29명

(5.5%), ‘3개월에 1번 미만’ 29명(5.5%) 순으로 나타나, 한 달에 1-2번 또

는 일주일에 1-2번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79.9%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 또한 일주일에 1번 이상 비교적 자주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경우

가 42.8%를 차지하였다.

로컬푸드 구매를 위해 월 평균 지출하는 금액을 살펴본 결과, 로컬푸

드 소비자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만 3,600원 가량을 로컬푸드에 지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식품 구입비 중에서 로컬푸드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 60% 미만’ 201명(38.1%), ‘20% 이상 40% 미만’ 184명(34.8%), ‘0%

이상 20% 미만’ 76명(14.4%), ‘60% 이상 80% 미만’ 66명(12.5%), ‘80%

이상 100% 이하’ 1명(0.2%)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식품 구입비의

40~60%를 로컬푸드 구입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72.9%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전체 식품 구입비의 20~60% 가량을 로컬푸드 구입에 사용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일반 식품과 비슷한 가격 수준이다’ 173명(32.8%), ‘일반 식품보다

10% 정도 비싸다’ 126명(23.9%), ‘일반 식품보다 저렴하다’ 104명(19.7%),

‘일반 식품보다 20% 정도 비싸다’ 86명(16.3%), ‘일반 식품보다 30% 정

도 비싸다’ 25명(4.7%), ‘일반 식품보다 40% 정도 비싸다’ 8명(1.5%), ‘일

반 식품보다 50% 이상 비싸다’ 6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식

품과 비슷하거나 10% 정도 비싼 가격 수준의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

자들이 56.7%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인 로컬푸드 소비자는 다양한 로컬푸드 품목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식품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10% 정도 비싼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편으로, 전체 식품 구입비의 20~40% 또는 40~60%

정도인 월평균 14만 3,600원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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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로컬푸드

주관적

구매 수준

로컬 농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3.36 0.58

로컬 축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3.19 0.78

로컬 수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2.90 0.82

로컬 가공식품 주관적 구매 수준 2.95 0.77

전체 3.15 0.56

월 평균 로컬푸드 구입 금액(단위: 만원) 14.36 15.00

<표 4-1> 로컬푸드 구매 정도 기술통계분석 (N=528)

구분 빈도(%)

로컬푸드

구매빈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3개월에 1-2번

3개월에 1번 미만

29명(5.5%)

197명(37.3%)

225명(42.6%)

48명(9.1%)

29명(5.5%)

전체 식품

구입비 대비

로컬푸드

구입비 비중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이하

76명(14.4%)

184명(34.8%)

201명(38.1%)

66명(12.5%)

1명(0.2%)

구입하는

로컬푸드의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

일반 식품보다 저렴하다

일반 식품과 비슷한 가격 수준이다

일반 식품보다 10% 정도 비싸다

일반 식품보다 20% 정도 비싸다

일반 식품보다 30% 정도 비싸다

일반 식품보다 40% 정도 비싸다

일반 식품보다 50% 이상 비싸다

104명(19.7%)

173명(32.8%)

126명(23.9%)

86명(16.3%)

25명(4.7%)

8명(1.5%)

6명(1.2%)

<표 4-2> 로컬푸드 구매 정도 빈도분석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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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푸드 구매 방법

로컬푸드 구매 채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3>과

같다.

평균 표준편차

오프라인

대면

구매 채널

이용 정도

대형 할인점 3.39 0.89

로컬푸드 직매장 3.26 0.99

중소형 슈퍼마켓 3.18 0.96

재래시장 3.10 1.09

친환경 식품 전문점 2.54 1.11

외식 2.50 1.01

편의점 2.48 1.08

생협 매장 2.41 1.07

길거리 상인 또는 트럭 2.41 0.99

아파트 단지 내 장터 2.40 1.06

생산지 방문 직거래 2.32 1.05

백화점 2.24 0.91

전체 2.69 0.59

온라인

비대면

구매 채널

이용 정도

온라인 종합 쇼핑몰 3.34 1.04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 3.05 1.03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94 1.10

온라인 식품 전문몰 2.80 1.11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장 2.44 1.07

TV홈쇼핑 2.42 1.06

블로그/카페/SNS 2.26 1.07

라이브 커머스 2.24 1.06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몰 2.23 1.07

생산자와의 전화 연락 2.19 1.05

생협 온라인몰 2.19 1.04

백화점 온라인 매장 2.17 0.97

전체 2.52 0.70

<표 4-3> 로컬푸드 구매 채널 기술통계분석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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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구매 시 오프라인 채널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 채널은 대형 할인점(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

음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3.26), 중소형 슈퍼마켓(3.18), 재래시장(3.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구매 채널 중에서는 대형 할인점 다음으

로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컬푸드

의 대표적 판매처인 생협 매장(2.41)과 생산지 방문 직거래(2.32)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

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로컬푸드라고 정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 단축에 방점을 두어, 산지 직송 또는

생산자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면 로컬푸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

과, 로컬푸드 구매 채널이 일반 식료품 구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에 따르면,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를 대상으로 식료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를 설문한 결과,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31.2%), 대형 할인점(30.2%),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

(16.2%), 재래시장(15.4%), 통신판매(3.9%),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구매 시에 평소 주로 이용하는 식료

품 구매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하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

교적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구매 시 온라인 채널 중 주로 이용하는 구매 채

널은 온라인 종합 쇼핑몰(3.34)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3.05)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와의 직거래 방식인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2.94)가 그다음으로 나타났지만, 이용 정도가

높지 않아 현재 온라인 구매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 구매 시 생산자 직거

래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대표적

로컬푸드 판매처인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장(2.44), 생산자와의 전화

연락(2.19), 생협 온라인몰(2.19)도 이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구매 채널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 구매 채

널보다 한정적으로 나타나서,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구매

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구매 채널을 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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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기술통계분석 결

과는 다음의 <표 4-4>와 같다.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시 좋은 품질(4.32)과 합리적인

가격(4.07) 순서로 이 두 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구매 채널의 오락 및 체험적 요소(2.67)는 거의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

나 합리적인 가격보다 좋은 품질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로컬푸드의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것보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품질, 가격과 같은 로컬푸드 제품 속성이 아닌 구매 채널 자체의 속성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이용 편의성이다. 앞서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로컬푸드 구매 채널이 일

평균 표준편차

좋은 품질 4.32 0.65

합리적인 가격 4.07 0.65

이용 편의성 3.91 0.73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3.76 0.77

포장 상태 3.73 0.78

판매 품목의 다양성 3.72 0.80

프로모션 3.61 0.89

판매자와의 소통 가능성 3.28 0.90

구매 채널의 브랜드 인지도 3.21 0.93

구매 채널의 오락 및 체험적 요소 2.67 1.02

<표 4-4>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속성 기술통계분석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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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식료품 구매 채널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도 이용 편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로컬푸드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

라인 채널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온라인 채널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모바일 앱 또는 온

라인 사이트의 구성 및 디자인과 배송 시스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반면, 판매자와의 소통 가능성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의 사회적 이점 중 하나인 생산자와의 소통 활

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생산지 방문

직거래나 생산자와의 전화 연락과 같이 생산자와의 직거래 방식의 구매

채널에 대한 이용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3. 로컬푸드 확산 행동

다음의 <표 4-5>는 조사대상자의 로컬푸드 확산 행동에 대한 기술통

계분석 결과이다. 확산 행동을 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의식적 구매 행

동(3.04), 외적 확산 행동(2.88), 내적 확산 행동(2.37) 순으로 나타나, 확

산 행동에 요구되는 노력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행동을 하는 정도가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외적 및 내적 확산 행동의 평균값과 확산 행동을 측

정한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3점 미만으로, 현재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들이 하는 행동의 강도와 적극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로까지 로컬푸드 소비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가능하면 로컬푸드를 구

매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은 다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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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의식적 구매 행동 3.04 0.78

외적 확산 행동 2.88 0.85

내적 확산 행동 2.37 0.89

전체 2.72 0.75

<표 4-5> 로컬푸드 확산 행동 기술통계분석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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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1.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요인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측정한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주성분 분석 방식으로 요인추출을 하고 베리멕스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 

=8964.785의 유의확률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MO 값은 0.936으로 로컬푸드 구매동기 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로컬푸드 구매동기를 측정한 42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후 요인 적재값이 0.6 미만인 문항과 교차요인의 적재값이

0.4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였으며(Hair et al., 2010),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 개념과 동떨어진 문항과 요인이 적절하게 묶이지 않는 문

항 또한 제거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9개 문

항이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4.28%의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구매동기로 도출된 5가지 중 첫 번째 요인은 식품 선택 동기

에 해당하는 건강, 안전, 감각적 매력 동기가 합쳐진 동기이기 때문에

‘기능성 동기’로 명명하였다. 즉 ‘기능성 동기’는 로컬푸드의 건강 및 안

전성, 맛 등의 품질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를 말한다. “환경친

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기 때문” 문항은 ‘친환경 재배이기 때문에’가 건

강 추구성 동기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도출된 박재형 외(2014)와 ‘로컬푸

드는 친환경적이다’ 문항이 로컬푸드의 기능가치로 도출된 이상건 외

(2013) 등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이타적 동기가 아닌 기능성 동기에 해

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의 환경친화적 생

산 방식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85로 신뢰

도가 높게 나타났다.



- 56 -

두 번째 요인은 식품 선택 동기 중 친숙함, 편의 동기가 합쳐진 동기

이기 때문에 ‘접근성 동기’로 명명하였다. 즉 ‘접근성 동기’는 로컬푸드를

쉽게 접해왔기 때문에 구매하는 동기를 일컫는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구매 채널에서 판매하기 때문”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0.509로 0.6 미만의

값을 가지지만, 해당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면 신뢰도가 0.67으로 0.7 미만의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접근성 동기’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결과

적으로 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72로 신

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식품 선택 동기 중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성

동기’로 명명하였다. 즉 ‘경제성 동기’는 로컬푸드의 가격이 적정하기 때

문에 구매하는 동기를 말한다. 3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77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친사회적(Pro-social) 동기와 친

환경 동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던 ‘이타적 동기’

는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로컬푸드가 사회와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구매하는 ‘이타적 동기’가 네 번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10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92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일시(Social Identification)와 사회적 인정(Social

Approval)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던 ‘타인지향적

동기’도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로컬푸드 구매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보이거나 타인과의 연결 및 유대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타인지향적 동기’가 다섯 번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6개 문항

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93으로 신뢰도

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푸드 구매동기는 ‘기능성 동기’, ‘접근성 동기’, ‘경제성 동

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기’의 5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각 구매동

기를 구성하는 문항은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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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값
고유값

설명된

분산값

Cronb

ach α

기능성

동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기 때문 .758

3.70 12.74% .85

건강에 좋기 때문 .743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기 때문 .713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 .682
맛이 좋기 때문 .631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 .630

접근성

동기

평소 먹어왔기 때문 .751

2.19 7.55% .78

집, 직장 등 생활반경 내의 가까운 상

점에서 판매하기 때문
.669

어릴 때 먹어봤기 때문 .614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구매 채널에서

판매하기 때문
.509

경제성

동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847
2.12 7.30% .77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 .803

가격 대비 품질이 좋기 때문 .664

이타적

동기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유지에 도움

되기 때문
.798

5.73 19.77% .92

생산자에게 도움 되기 때문 .762
지역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 .741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 .739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 조성에

도움 되기 때문
.734

식량주권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 .685
유통 과정에서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 .677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 .664
환경오염이 덜하기 때문 .661
국산 종자 보존에 도움 되기 때문 .640

타인

지향적

동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
.866

4.91 16.92% .93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

을 수 있기 때문
.863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

하도록 만들기 때문
.835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때문 .795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만들기 때문 .764
최근 로컬푸드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 .726

총 분산 설명력 64.28%

<표 4-6> 로컬푸드 구매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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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528명의 로컬푸드 구매동기 5가지 요인의 기술통계분석 결

과는 다음의 <표 4-7>와 같다. 5가지 구매동기 중 기능성 동기(3.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제성 동기(3.55), 이타적 동기

(3.50), 접근성 동기(3.24), 타인지향적 동기(2.70) 순으로 나타나 타인지

향적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강, 안전, 맛 등 로컬푸드의 식품으로서의 기능성과

품질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로컬푸드의 가격적인 혜택

때문인 경제성 동기, 사회와 환경에 이롭기 때문인 이타적 동기, 로컬푸

드를 이전부터 접해왔고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접근성

동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타인지향적 동기의 경우 3점 미만의 낮은 평균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타인을

의식해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정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

는 타인 지향 동기가 일부 심층면접 참여자에 한하여 윤리적 소비동기로

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상민(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타인지향적

구매동기가 현재 상대적으로 약한 구매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평균 표준편차

기능성 동기 3.66 0.57

접근성 동기 3.24 0.66

경제성 동기 3.55 0.70

이타적 동기 3.50 0.67

타인지향적 동기 2.70 0.85

<표 4-7> 조사대상자의 로컬푸드 구매동기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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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기능성 동기, 접근성 동기, 경제성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

지향적 동기 5가지 요인들의 요인 점수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컬푸드 구매동기 5가지가 모두 두드러지기 위해 가장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6개의 군집으로 조사대상자들을 분류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분류된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의 <표 4-8>과 같다.

***p<.001, a<b<c<d<e: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군집1

n=159

군집2

n=52

군집3

n=51

군집4

n=58

군집5

n=102

군집6

n=106

F값
다양한

동기형

품질

중시형

경험

중시형

가격

중시형

사회/

환경

중시형

동기

없음형

기능성

동기

4.08

e

3.89

d

3.80

d

3.61

c

3.41

b

3.12

a
68.50***

접근성

동기

3.69

d

2.72

a

3.94

e

2.80

ab

2.92

bc

3.05

c
74.76***

경제성

동기

3.90

e

2.73

a

3.68

d

4.28

f

3.41

c

3.10

b
77.17***

이타적

동기

3.99

e

3.15

b

3.42

c

2.86

a

3.82

d

3.02

ab
82.53***

타인

지향적

동기

3.56

d

2.37

b

2.14

a

1.96

a

2.12

a

2.80

c
126.00***

<표 4-8>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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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 로컬푸드 구매동기 5가지 전부 다 6개의 소비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1(N=159)은 6개 집단 중 기능성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지향적 동

기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접근성 동기와 경제성 동기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N=52)는 기능성 동기가 다양한 동기형인 군집1에 이어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로컬푸드의 건강 및 안전성, 맛 등의 품질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가 높은 유형이므로 ‘품질 중시형’이라

고 명명하였다.

군집3(N=51)은 접근성 동기가 6개 군집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로컬푸

드를 친숙하게 접해온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경험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N=58)는 경제성 동기가 6개 군집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가격이 적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

가 유의하게 가장 높으므로 ‘가격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5(N=102)는 이타적 동기가 다양한 동기형인 군집1에 이어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로컬푸드가 친환경적이고 지역 경제 및 사

회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므

로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군집6(N=106)은 타인지향적 동기가 다양한 동기형인 군집1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해당 동기가 2.80으로 3 미만의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 지향형이라고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군집6의 구매동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성 동기는 6개

군집 중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접근성 동기는 중간 수준이고, 경제성

동기와 이타적 동기는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모든 구매동기

가 2점 후반 또는 3점 초반에 불과해 두드러지는 구매동기가 없기 때문

에 군집6을 ‘동기 없음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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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형화한 6개 소비자 군집별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

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 나이, 학력, 직

업, 월평균 개인소득,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미성년 가

족 구성원 유무, 고령 가족 구성원 유무,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 거

주지 구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6개의 소비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항목은 <표 4-9>에서와 같이 8가지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

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6 ‘동기 없음

형’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크게 높고 여성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로컬푸드 구매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구매동기가 없는

‘동기 없음형’은 남성 소비자가 많이 분포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

비자 유형들과 차별화된다.

각 소비자 유형별 평균 나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5

‘사회 및 환경 중시형’ 48.14세, 군집2 ‘품질 중시형’ 46.0세, 군집1 ‘다양

한 동기형’ 45.48세, 군집6 ‘동기 없음형’ 42.32세, 군집3 ‘경험 중시형’

41.29세, 군집4 ‘가격 중시형’ 38.95세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

정에 따른 동질적 부분집합을 살펴보면, ‘사회 및 환경 중시형’, ‘품질 중

시형’, ‘다양한 동기형’ 3개 유형의 평균 나이가 유의하게 높고, ‘가격 중

시형’의 평균 나이가 가장 낮다. 즉, 로컬푸드 구매 시 로컬푸드의 가격

적인 혜택 때문에 구매하는 동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가격 중시형’ 소

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평균 나이가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접근성

동기가 가장 높은 ‘경험 중시형’이 기능성 동기는 높지만 접근성 동기가

6개 소비자 유형 중 가장 낮은 ‘품질 중시형’보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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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친숙함 또는 편리성으로 인한 높은 접근성

때문에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 유형에 나이가 적은 소비자들이 많

은 편이므로 젊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는 것이 로컬푸드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소비자 유형별 배우자 유무 상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에는 배

우자가 없는 미혼/이혼/사별인 소비자는 적게 분포하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 소비자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중시형’의 경우에

는 배우자가 없는 소비자가 많이 분포한다. 또한 기혼자 313명을 대상으

로 맞벌이 가구 여부를 물어본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다양

한 동기형’에 맞벌이 가구가 현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동기 없음형’

에 맞벌이가 아닌 가구가 현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다양한 동기형’은 평균 가족

수가 3.21명으로 나머지 5개 소비자 유형보다 가족 수가 유의하게 많으

며, ‘품질 중시형’은 평균 가족 수가 2.67명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족

수가 유의하게 적어, ‘다양한 동기형’과 ‘품질 중시형’의 가족 구성원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가족

구성원을 물어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은 1인

가구가 유의하게 적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

으며, ‘품질 중시형’은 1인 가구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가 유의

하게 많이 나타나, 이와 같은 가족 구성에서의 차이가 전체 가족 구성원

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하

의 미성년 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성년

가족 구성원은 ‘다양한 동기형’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험 중시형’에 적

게 분포하여 유의한 차이가 난다. 만 65세 이상 고령 가족 구성원 유무

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고령 가족 구성원은 ‘사회 및 환경 중시형’과 ‘동

기 없음형’에 많이 분포하고, ‘경험 중시형’과 ‘가격 중시형’에 적게 분포

해 소비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인 가

족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 ‘가격 중시형’은 1인 가구 혹은 형제자매와 거



- 63 -

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형제자매와 거주하

는 경우가 적고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동기 없음

형’은 조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50만 원 미만으로 저소득인 경우는 ‘가격 중시형’

과 ‘동기 없음형’에 많이 분포하고, ‘다양한 동기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

형’에 적게 분포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5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으

로 중간인 경우는 ‘사회 및 환경 중시형’에 많이 분포하며, 600만 원 이

상으로 고소득인 경우는 ‘동기 없음형’에 적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양한 동기형’은 자녀가 있는 맞벌

이 기혼 가구 중 부부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은 편인 ‘품질 중시형’은 1인 가구 혹은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낮게 나타났다. ‘경험 중시형’은 두드러지

는 특징이 없다. ‘가격 중시형’은 배우자가 없는 나이 어린 1인 가구 혹

은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유추

된다. 나이가 많은 편인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고령 구성원이 많은 편

이며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은 편이다. ‘동기

없음형’에는 남성이 많이 분포하였고, 조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고

령 가족이 많은 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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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01 *p<.05, a<b<c: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다양한

동기형

n=159

(30.1%)

품질

중시형

n=52

(9.8%)

경험

중시형

n=51

(9.7%)

가격

중시형

n=58

(11.0%)

사회/환경

중시형

n=102

(19.3%)

동기

없음형

n=106

(20.1%)



또는

F값

성별

남성

n=260

75

28.8%

20

7.7%

21

8.1%

26

10.0%

43

16.5%

75

28.8% =

26.15***여성

n=268

84

31.3%

32

11.9%

30

11.2%

32

11.9%

59

22.0%

31

11.6%

나이 (세)
45.48

c

46.00

c

41.29

ab

38.95

a

48.14

c

42.32

ab

F=

4.93***

배우자

유무

없음

n=215

48

22.3%

22

10.2%

25

11.6%

33

15.3%

36

16.7%

51

23.7% =

18.75**있음

n=313

111

35.5%

30

9.6%

26

8.3%

25

8.0%

66

21.1%

55

17.6%

맞벌이

예

n=150

66

44.0%

13

8.7%

13

8.7%

11

7.3%

28

18.7%

19

12.7%
=

11.12*

아니오

n=163

45

27.6%

17

10.4%

13

8.0%

14

8.6%

38

23.3%

36

22.1%
전체

n=313

111

35.5%

30

9.6%

26

8.3%

25

8.0%

66

21.1%

55

17.6%
가족 구성원 수

(명)

3.21

b

2.67

a

2.83

ab

2.88

ab

2.86

ab

3.01

ab
F=2.46*

미성년

가족

구성원

유

n=142

57

40.1%

15

10.6%

8

5.6%

11

7.7%

22

15.5%

29

20.4% =

13.18*무

n=386

102

26.4%

37

9.6%

43

11.1%

47

12.2%

80

20.7%

77

19.9%

고령

가족

구성원

유

n=119

33

27.7%

12

10.1%

6

5.0%

8

6.7%

31

26.1%

29

24.4% =

11.24*무

n=409

126

30.8%

40

9.8%

45

11.0%

50

12.2%

71

17.4%

77

18.8%

월

평균

가구

소득

(만원)

350미만

n=156

39

25.0%

18

11.5%

14

9.0%

25

16.0%

15

9.6%

45

28.8%
=

29.39**

350-650

n=230

72

31.3%

20

8.7%

22

9.6%

18

7.8%

56

24.3%

42

18.3%
650이상

n=142

48

33.8%

14

9.9%

15

10.6%

15

10.6%

31

21.8%

19

13.4%

<표 4-9> 소비자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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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행태

제 2 절에서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형화한 6개 소비자 군집별로

로컬푸드 구매 정도, 구매 방법, 확산 행동 등의 로컬푸드 구매행태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 정도

로컬푸드 품목별 주관적 구매 수준, 구매빈도, 구매 비용으로 측정한

로컬푸드 구매 정도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차이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4-10>, <표 4-11>, <표 4-12>와 같이 소비자 유형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p<.01, *p<.05, a<b<c<d: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다양한

동기형

n=159

(30.1%)

품질

중시형

n=52

(9.8%)

경험

중시형

n=51

(9.7%)

가격

중시형

n=58

(11.0%)

사회/환경

중시형

n=102

(19.3%)

동기

없음형

n=106

(20.1%)

F값

로컬 농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3.62

c

3.29

b

3.59

c

3.06

a

3.36

b

3.05

a

20.29

***

로컬 축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3.52

b

3.03

a

3.41

b

3.01

a

2.95

a

3.01

a

11.70

***

로컬 수산물

주관적 구매 수준

3.37

d

2.59

ab

2.89

c

2.44

a

2.74

bc

2.75

bc

20.16

***

로컬 가공식품

주관적 구매 수준

3.38

c

2.85

b

2.84

b

2.58

a

2.78

ab

2.78

ab

17.08

***

전체 로컬푸드

주관적 구매 수준

3.50

c

3.01

b

3.27

b

2.83

a

3.04

b

2.93

ab

27.13

***

<표 4-10>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주관적 구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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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동기형’은 로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모두 6개의

소비자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하는 로컬

품목의 다양성 또한 가장 폭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험 중시형’ 소비

자 집단은 ‘다양한 동기형’과 함께 로컬 농산물과 축산물을 유의하게 많

이 구매하는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가격 중시형’ 집단과 ‘동기 없음형’

집단은 로컬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가장 적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가격 중시형’은 로컬 수산물에 대한 주관적 구매 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 집단 모두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

성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

시형’은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이 6개 군집 중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 중시형’의 경우 로컬 수산물에 대한 주관적 구

매 수준이 가장 낮은 부분집합에 속하고,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의 경우

로컬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부분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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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만의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을 통합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일

주일에 1번 미만 구매하는 저빈도 집단과 일주일에 1번 이상 구매하는

고빈도 집단으로 이분하여 로컬푸드 구매빈도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과 ‘경

다양한

동기형

n=159

(30.1%)

품질

중시형

n=52

(9.8%)

경험

중시형

n=51

(9.7%)

가격

중시형

n=58

(11.0%)

사회/환경

중시형

n=102

(19.3%)

동기

없음형

n=106

(20.1%)



일주일에

1번 미만

n=302

78

25.8%

35

11.6%

19

6.3%

38

12.6%

55

18.2%

77

25.5%
27.17

***일주일에

1번 이상

n=226

81

35.8%

17

7.5%

32

14.2%

20

8.8%

47

20.8%

29

12.8%

<표 4-11>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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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중시형’에 일주일에 1번 이상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동기형’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

번 미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게 분포하여, 로컬푸드 구매빈도가 높은

편인 소비자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기 없음형’은 로컬푸드를

일주일에 1번 미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분포하고, 1번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는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로컬푸드 구매동기가 전

반적으로 다 높거나 로컬푸드가 친숙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자주 구매하고, 모든 로컬푸드 구매동기가 전반

적으로 낮은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를 자주 구매하지 않는 것으

로 해석된다.

똑같이 기능성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접근성 동기가 매우

낮은 ‘품질 중시형’과 달리, 접근성 동기가 매우 높은 ‘경험 중시형’의 구

매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로컬푸드의 품질이 마음에

들어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소비자일지라도 로컬푸드에 대한 친숙함과

구매 편의성이 높아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동기가 큰 소비자 유형이 로

컬푸드를 자주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에

친숙해지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로컬푸드 소

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동기형

n=159

(30.1%)

품질

중시형

n=52

(9.8%)

경험

중시형

n=51

(9.7%)

가격

중시형

n=58

(11.0%)

사회/환경

중시형

n=102

(19.3%)

동기

없음형

n=106

(20.1%)



또는

F값

월평균

구매금액(만원)

16.71

bc

13.71

ab

19.51

c

12.91

ab

13.43

ab

10.35

a

F=3.80

**

전체

식품

구입비

대비

지출

0~20%

n=76

10

13.2%

11

14.5%

5

6.6%

8

10.5%

17

22.4%

25

32.9% =35.22

***20~40%

n=184

43

23.4%

18

9.8%

17

9.2%

25

13.6%

43

23.4%

38

20.7%

<표 4-12>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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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a<b<c: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로컬푸드 구매를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 ‘경험 중시형’

19.51만 원, ‘다양한 동기형’ 16.71만 원 순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즉, 앞서 로컬푸드 구매 정도와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

목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 두 소비자 유형이 로컬푸드를 위한 지출도

평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월평균 지출 금액이

가장 적은 소비자 유형은 ‘동기 없음형’으로, 10.35만 원의 매우 낮은 평

균값을 가진다.

식품 구입을 위해 전체 지출하는 금액 대비 로컬푸드 구매를 위해 지

출하는 금액의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이 로

컬푸드 지출 비중이 높은 소비자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답변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은 로컬푸드를 위한 지출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0~20% 및 20~40%라고 응답

한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앞서 월평균 로컬푸드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경험 중시형’은 지출 비중이 0~20%인 경우가 적게 분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격 중시형’은 지출 비중에 있어서 특별히 높거나 낮은

응답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20~40%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이 분포하는 반면,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적은 것으

로 분석되어 다른 소비자 유형들과 차이를 보였다. ‘품질 중시형’과 ‘동기

비중
40% 이상

n=268

106

39.6%

23

8.6%

29

10.8%

25

9.3%

42

15.7%

43

16.0%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

저렴/비슷

n=277

75

27.1%

9

3.2%

34

12.3%

44

15.9%

60

21.7%

55

19.9%

=51.26

***

10% 비쌈

n=126

45

35.7%

17

13.5%

11

8.7%

8

6.3%

21

16.7%

24

19.0%

20% 이상

비쌈

n=125

39

31.2%

26

20.8%

6

4.8%

6

4.8%

21

16.8%

2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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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형’은 0~20%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특히

‘동기 없음형’은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낮게 분포하여 6가지

소비자 유형 중 로컬푸드를 위한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소비자 유형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식품 대비 구입하는 로컬푸드의 가격 수준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답변의 분포를 살펴보면, ‘품질 중시형’에는 구입하는 로컬푸드의 가격

수준이 일반 식품 대비 20% 이상 비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이 분포

하는 반면, ‘가격 중시형’은 일반 식품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고 응답

한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동기형’은 일반

식품보다 10% 정도 비싼 로컬푸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분포

하고, ‘경험 중시형’은 일반 식품보다 20% 이상 비싼 로컬푸드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및

환경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은 특별히 높거나 낮게 분포하는 응답이 없

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처럼 6개 소비자 유형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및 분

산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구매 정도가 높은 유형은 ‘다양

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 중간 수준인 유형은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 낮은 유형은 ‘가격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은 공통적으로 로컬 농산물 및 축산물

에 대한 주관적 구매 수준, 구매빈도, 월 평균 구매금액이 높은 소비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동기형’은 전체 식품 구입비 대

비 지출 비중과 전체 로컬푸드 주관적 구매 수준 또한 다른 유형보다 높

게 나타나,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이 큰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경험 중시형’의 구매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토대로, 해당 소비자 유형

은 로컬푸드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빈번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전반적인 로컬푸드 구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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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 중시형’이 구매하는 로컬

푸드의 가격 수준은 6개 소비자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로컬푸드의 주관적 구매 수준 및 구매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번

구매할 때 높은 품질을 기대하며 비싼 가격의 로컬푸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격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은 공통적으로 로컬 농산물 및 가공식품

에 대한 주관적 구매 수준이 낮으며, 전체 로컬푸드에 대한 주관적 구매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아, 구매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중시형’의 경우,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일반 식품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가격

수준의 로컬푸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

중시형’이 높게 추구하는 경제성 구매동기와 연관되는 구매행태이다. ‘동

기 없음형’은 로컬푸드를 일주일에 1번 미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분

포해 특히 구매빈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소비자 유형이다.



- 71 -

2.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구매 방법

로컬푸드 구매 시 12가지 오프라인 대면 채널 이용 정도와 12가지 온

라인 비대면 채널 이용 정도에 대해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구매 채널 이용 정도가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

형화한 6가지 소비자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이용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구매 채널들은 제외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4-13>, <표 4-14>와 같다.

***p<.001, **p<.01, *p<.05, a<b<c<d: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다양한

동기형

(n=159)

품질

중시형

(n=52)

경험

중시형

(n=51)

가격

중시형

(n=58)

사회/환경

중시형

(n=102)

동기

없음형

(n=106)

전체 F값

대형할인점
3.52 3.38 3.53 3.47 3.33 3.15

3.39 2.59*
b ab b b ab a

로컬푸드

직매장

3.53 3.31 3.39 3.22 3.07 2.98
3.26 5.34***

c abc bc abc ab a

중소형

슈퍼마켓

3.42 3.15 3.45 2.88 3.05 2.99
3.18 5.39***

b ab b a a a

재래시장
3.38 3.10 3.33 2.84 3.07 2.74

3.10 5.89***
b ab b a ab a

친환경 식품

전문점

3.02 2.38 2.45 2.14 2.42 2.29
2.54 9.78***

b a a a a a

외식(농가

레스토랑 등)

3.00 2.23 2.29 2.17 2.26 2.39
2.50 12.95***

b a a a a a

생협 매장
3.00 2.29 2.18 1.95 2.13 2.20

2.41 16.99***
b a a a a a

전체 오프라인

구매 채널 평균

3.05 2.54 2.70 2.44 2.48 2.54
2.69 21.77***

c ab b a a ab

<표 4-13>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오프라인 구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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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a<b<c<d: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12가지 오프라인 구매 채널 이용 정도의 평균값과 12가지 온라인 구매

채널 이용 정도의 평균값에 대한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

양한 동기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오프라인 채널(3.05)과 온라인 채널

(2.95) 모두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구매

채널의 경우, 대형할인점,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소형 슈퍼마켓에서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정도는 ‘다양한 동기형’, ‘품질 중시형’, ‘경험 중시형’이

다른 소비자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

용 정도는 ‘사회 및 환경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나고, 특히 ‘동기 없음형’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

는 편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구매 채널의 경우,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

형할인점 온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형할인

점 온라인 매장은 ‘다양한 동기형’, ‘경험 중시형’, ‘동기 없음형’이 다른

소비자 유형보다 유의하게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 채널로 분석되었

다양한

동기형

(n=159)

품질

중시형

(n=52)

경험

중시형

(n=51)

가격

중시형

(n=58)

사회/환경

중시형

(n=102)

동기

없음형

(n=106)

전체 F값

온라인

종합 쇼핑몰

3.58 3.25 3.22 3.29 3.28 3.15
3.34

2.70

*b ab ab ab ab a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

3.31 2.88 3.29 2.79 2.82 3.00
3.05

4.86

***b a b a a ab
생산자 운영

사이트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16 2.79 2.76 3.07 2.97 2.68
2.94

3.20

**b ab a ab ab a

온라인

식품 전문몰

3.26 2.73 2.59 2.62 2.62 2.54
2.80

8.56

***b a a a a a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장

2.99 2.23 2.06 2.03 2.27 2.30
2.44

14.16

***b a a a a a
전체 온라인

구매 채널 평균

2.95 2.35 2.36 2.29 2.28 2.41
2.52

20.66

***b a a a a a

<표 4-14>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온라인 구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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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구매 채널 중 하나인 생산자 운영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

버 스마트스토어는 ‘다양한 동기형’과 ‘가격 중시형’만 주로 이용하는 온

라인 구매 채널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론하고 가장 다양한 구매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동기형’은 다른 소비자 유형들도 다 많이 이용하는 구매

채널 이외에 온라인 식품 전문몰(3.26), 생산자 운영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3.16), 친환경 식품 전문점(3.02), 생협 매장(3.00),

외식(3.00),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장(2.99) 등 여러 채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 중시형’은 대형할인점(3.38), 로컬푸드 직매장(3.31), 온라인 종합

쇼핑몰(3.25), 중소형 슈퍼마켓(3.15), 재래시장(3.10) 등의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오프라인 구매 채널 위주로 이용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경험 중시형’은 대형할인점(3.53), 중소형 슈퍼마켓(3.45), 로컬푸드 직

매장(3.39), 재래시장(3.33), 대형할인점 온라인 매장(3.29), 온라인 종합

쇼핑몰(3.22) 등의 순으로, ‘다양한 동기형’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구매 채

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구매 채널에 대한 접근

성이 높기 때문에 로컬푸드 구매 시에도 여러 구매 채널을 활용하는 소

비자 유형으로 해석된다.

‘가격 중시형’은 대형할인점(3.47), 온라인 종합 쇼핑몰(3.29), 로컬푸드

직매장(3.22), 생산자 운영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07) 등의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산자 운영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다양한 동기형’

과 ‘가격 중시형’만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 채널로 나타났는데, 해당

구매 채널은 생산자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통비용이 더욱 절

감돼 가격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격 중시형’이 선호하는 구매 채

널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대형할인점(3.33), 온라인 종합 쇼핑몰(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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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3.07), 재래시장(3.07), 중소형 슈퍼마켓(3.05) 등의 순으

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로컬푸드 직매장과 중소형

슈퍼마켓은 이용하는 정도가 다른 소비자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동기 없음형’은 대형할인점(3.15), 온라인 종합 쇼핑몰(3.15), 대형할인

점 온라인 매장(3.00) 등의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종합 쇼핑몰은 이용하는 정도가 다른 소비자 유

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용하는 로컬푸드

구매 채널의 전반적인 정도 및 다양성이 가장 낮은 소비자 유형으로 해

석된다.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시 고려하는 선택속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해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5>와

같이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형화한 6가지 소비자 유형 간에 10가

지 선택속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동기형

(n=159)

품질

중시형

(n=52)

경험

중시형

(n=51)

가격

중시형

(n=58)

사회/환경

중시형

(n=102)

동기

없음형

(n=106)

전체 F값

좋은 품질
4.32 4.42 4.63 4.53 4.35 3.95

4.32
11.61

***b bc c bc b a

합리적인

가격

4.08 4.08 4.31 4.43 3.98 3.83
4.07

9.01

***b b c c ab a

이용편의성
4.09 3.79 4.16 4.10 3.77 3.61

3.91
8.94

***b a b b a a

판매자의

서비스 질

4.00 3.62 3.90 3.83 3.70 3.42
3.76

8.76

***d ab cd bcd bc a

포장상태
3.96 3.71 3.92 3.52 3.68 3.46

3.73
7.27

***c abc bc a ab a

판매하는

품목 다양성

4.02 3.58 3.82 3.66 3.64 3.40
3.72

9.47

***c ab bc ab ab a

<표 4-15> 소비자 유형별 구매 채널 선택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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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a<b<c<d: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시, 로컬푸드의 품질과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주

로 이용하는 구매 채널로 밝혀진 대형할인점,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

슈퍼마켓,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에 대해 비교적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소

비자 유형별로 구매 채널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동기형’은 크게 중요시하는 구매 채널 선택속성이 많은

데, 특히 판매자와의 소통 가능성(3.74), 채널 브랜드 인지도(3.74), 채널

의 오락 및 체험적 요소(3.45) 또한 다른 소비자 유형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구매동기가 높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매 채널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품질 중시형’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시에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4.42)과 포장상태(3.71)를 크게 중요시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3.62)은 다른 소비자 유형들보다 적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로컬푸드의 품질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 유형인 만큼 구매

채널 선택 시에도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 어떠한지를 크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동기와 구매행태가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경험 중시형’은 ‘다양한 동기형’ 다음으로 크게 중요시하는 구매 채널

선택속성이 많은 소비자 유형이다. 이들은 로컬푸드의 품질(4.53), 포장상

태(3.92)와 같은 기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4.31), 이용 편의

프로모션
3.79 3.75 3.71 3.74 3.37 3.39

3.61
4.88

***b b b b a a

판매자와의

소통가능성

3.74 2.96 3.22 3.16 3.09 3.04
3.28

13.82

***b a a a a a

브랜드

인지도

3.74 2.92 3.16 2.84 2.88 3.12
3.21

18.41

***c ab b a ab ab

오락 및

체험적 요소

3.45 2.25 2.35 2.19 2.06 2.73
2.67

43.78

***c a a a a b



- 76 -

성(4.16),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3.90), 판매하는 품목의 다양성

(3.82)도 크게 중요시한다. 로컬푸드 구매 시 접근성 동기를 가장 높게

추구하는 유형인 만큼 구매 채널 선택 시에도 이용 편의성을 크게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동기와 구매행태가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가격 중시형’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시 좋은 품질(4.53), 합리적

인 가격(4.43), 이용 편의성(4.10),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3.83)

을 다른 유형보다 크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중시형’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성 동기를 가장 높게 추구하는 유형인 만큼 구매 채널

선택 시 로컬푸드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시하

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동기와 구매행태가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다른 소비자 유형과 달리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고자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속성 중 합리적인 가

격(3.98)과 프로모션(3.37)을 다른 소비자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 의사결정

시에 다른 소비자 유형에 비해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기 없음형’은 구매 채널 선택 시 좋은 품질(3.95), 합리적인 가격

(3.83),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3.42), 프로모션(3.39)을 다른 소

비자 유형에 비해 중요시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채널의 오락 및 체험적 요소는 ‘다양한 동기형’ 다음 두 번째로 높

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값이 2.73으로 낮은 값을 가져 해

당 선택속성을 중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동기 없음형’은 로컬푸드

구매 채널 선택속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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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확산 행동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평소에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을 위해 의식적 구

매 행동, 외적 확산 행동, 내적 확산 행동 등의 확산 행동을 하는 정도에

대해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6>에서와 같이 로컬푸드 확산 행동 3가지 모두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유형화한 6개의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1, a<b<c<d: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분산분석 결과, ‘다양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이 다른 소비자 유형에

비해 로컬푸드를 의식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편으로 분석되

었다. 타인에게 추천 및 공유하는 외적 확산 행동과 펀딩, 기부,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활동에 참여하는 내적 확산 행동은 ‘다양한 동기형’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확산 행동의 경우, ‘품질 중

시형’과 ‘가격 중시형’의 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 거의 하지 않는 편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동기형’은 로컬푸드 확산 행동을 전반적

으로 하는 편이며, ‘경험 중시형’도 확산 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 편으로,

특히 의식적 구매 행동을 하는 편이다. 반면, ‘품질 중시형’과 ‘가격 중시

형’은 확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으로 특히 내적 확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사회 및 환경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도 로컬푸드 확

다양한

동기형

(n=159)

품질

중시형

(n=52)

경험

중시형

(n=51)

가격

중시형

(n=58)

사회/환경

중시형

(n=102)

동기

없음형

(n=106)

전체 F값

의식적

구매 행동

3.49

d

2.81

ab

3.24

c

2.78

ab

2.91

b

2.63

a
3.04

24.20

***

외적

확산 행동

3.40

c

2.77

ab

2.88

b

2.59

a

2.61

a

2.55

a
2.88

22.75

***

내적

확산 행동

3.06

d

1.93

ab

2.17

bc

1.78

a

2.06

bc

2.25

c
2.37

41.07

***

<표 4-16> 소비자 유형별 로컬푸드 확산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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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행동을 하지 않는 편으로, 세 가지 확산 행동 모두 2점대의 낮은 수

준을 보인다.

로컬푸드 구매 정도가 높은 두 유형에 해당하며 비교적 다양한 구매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동기형’과 ‘경

험 중시형’만 로컬푸드 확산 행동, 특히 의식적 구매 행동을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앞서 로컬푸드 구매 정도가 중간 수준으로 밝혀진 ‘품질 중시

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은 로컬푸드 확산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이들의 공통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른 소비자 유형들보다 평균 나이

가 유의하게 많은 편이라는 점이다. 로컬푸드 구매 정도가 낮게 나타난

‘가격 중시형’과 ‘동기 없음형’도 로컬푸드 확산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

다. 이들의 공통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미혼이 많은 편이라는 점, 월평

균 가구소득이 350만 원 미만인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많이 분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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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과 구매동기를 살펴보고,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각 소비자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로컬

푸드 구매행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구

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로컬푸드의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동기는 기능성 동

기(3.66), 경제성 동기(3.55), 이타적 동기(3.50), 접근성 동기(3.24), 타인

지향적 동기(2.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로컬푸드의 건강 및 안전성, 맛

등의 품질이 로컬푸드 구매 결정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타인지향적 동기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로컬푸드 구매 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서 소비하는 경향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로컬푸드 구매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

라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로컬푸드 구매 시, 오프라인에서는 대형 할인점, 중소형 슈퍼마켓,

로컬푸드 직매장을,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 할인점 온

라인 매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매 채널

이용 현황이 나타난 이유를 알아보고자 구매 채널 선택속성을 살펴본 결

과,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이용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를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평소 소비생활 반경을 크게 벗

어나지 않고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로컬푸드가 소비

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반경에 로컬푸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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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그리고 소비 반경 내에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이 수급되도록 노

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

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좋은 품질의 로컬푸드를 수급하여 일반

적인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반경 내에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로

컬푸드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라 6가지 군집으로 유형화된 소비자 유

형을 군집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양한 동기형’(30.1%), ‘동기 없

음형’(20.1%), ‘사회 및 환경 중시형’(19.3%), ‘가격 중시형’(11.0%), ‘품질

중시형’(9.8%), ‘경험 중시형’(9.7%) 순으로 나타난다. 즉, 5가지 로컬푸드

구매동기 모두 다 높게 추구하는 ‘다양한 동기형’이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구매동

기가 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동기형’은 타인지향적 동기도 비

교적 높게 나타나, 로컬푸드 구매 시에 타인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구매

의 주요 목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구매동기와 함께 내재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의 타인지향적 동기

의 평균값은 다섯 가지 구매동기 중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로컬푸드 소

비에 있어서 타인지향적 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양한 동기형’

이 로컬푸드 소비자의 30.1%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로컬푸드 소

비자들의 구매동기가 다변화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넷째, 로컬푸드 구매 정도를 소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동기

형’과 ‘경험 중시형’, ‘품질 중시형’과 ‘사회 및 환경 중시형’, ‘가격 중시

형’과 ‘동기 없음형’ 순으로 나타난다. 즉, 특정한 하나의 구매동기만을

높게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구매동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높은 강도를 띄

는 소비자 유형이 로컬푸드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모든 구매동기가 낮게 작용하는 ‘동기 없음형’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

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푸드 구매동기의 강도와 다양성에

따라 구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 로컬푸드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를 일반 식품에

우선하여 의식적으로 구매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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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추천 및 공유하는 외적 확산 행동과 기부, 펀딩,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내적 확산 행동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즉, 로

컬푸드 구매 정도가 높은 ‘다양한 동기형’과 ‘경험 중시형’은 자신의 구매

력을 활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식적 구매 행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소비자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적

극적으로 도모하려는 활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로컬

푸드 소비에 있어서 규범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친사회적 소비 행위는 현

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로컬푸드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로컬푸드 구

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에 초점을 둔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품질 중시형’이 구매하는 로컬푸드의 일반 식품 대비 가격

수준이 높게 나타나, 로컬푸드의 식품으로서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우

에는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20% 이상 비싸더라도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품질

중시형’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건강 및 안전성, 맛 등의 우

수한 품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로컬푸드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험 중시형’의 구매 정도가 유의하게 높고

확산 행동을 비교적 하는 편으로 나타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

자들에게 로컬푸드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기 없음형’이 접근성 동기가 세 번째로

높은 데 반해 구매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듯이, 단순히 로컬푸드를 많

이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로컬푸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홍보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면 소비 증진에 조금이

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격 중시형’

의 로컬푸드 구매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로컬푸드의 가

격 경쟁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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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와 윤리적 소비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

하고 있는 소비환경에서 국내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가 무엇인지

다차원적으로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로컬푸드의 식품으

로서의 속성과 사회 및 환경에 이롭다는 속성을 토대로만 로컬푸드 구매

동기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

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성장이 탄력받게 된 로컬푸드

소비가 최근 일종의 트렌드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로컬푸드

소비를 포괄하는 윤리적 소비가 국내에서 점차 보편적인 소비 행위로 자

리잡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소비에서의 타인지향적

동기를 검증하였다. 윤리적 소비에서의 타인지향적 동기를 다룬 연구들

은 주로 질적 연구이며, 로컬푸드 구매에 관한 양적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요소인 ‘주관적 규범’ 개념으로 접근해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차별화된다.

둘째, 친사회적 소비 행위 개념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확산 행동에 대

해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구매행태의 범위를 구매

후 행동까지로 간주하여도 주로 재구매의도, 추천의도, 충성도 등을 측정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로컬푸드가 윤리적 소비이자 지속가능한 소비

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에 기여하는 행동을 의식적 구매 행동, 타인에게

추천 및 공유하는 외적 확산 행동,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내

적 확산 행동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즉, 로컬푸드 소비의 확산

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 및 사회 형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현재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이 주목받

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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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셋째, 로컬푸드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구매행태를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로컬푸드 소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

하였다. 단순히 어떤 구매동기가 로컬푸드 구매 정도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재 국내의 로컬푸드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이유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는지 다각도에서 접근하여 현황을

보다 더 잘 파악하고자 하였다.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개인, 사

회, 환경 모두에 이익을 제공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로컬푸드 소비

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소비자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사진 및 예시와 함께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로컬푸드의 개념을 소비자들이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전

달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들마다 로컬푸드의 개념을 다르게 인식한 채

로 설문에 응답했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로컬푸드 개념이 정교화되어, 소비자들이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사회 및 환경 중시형’이 확산 행동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로

컬푸드 구매 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이타적 구매동기가 높은 소비자들의 로컬푸드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타인지향적 동기가 국내 로컬푸드 소비자의 구

매동기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도 타인지향적 동기가

유의한 구매동기로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으나, 타인지향적 동기가 특히 유의하게 작용하는 소비자

의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타인 및



- 84 -

사회 분위기를 의식하여 로컬푸드를 소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최근의 로컬푸드 관련 소비환경

의 변화가 구매동기의 다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에게 특히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여타 윤리적 소비 분야와 달리 타인지향적 동기를 제한

적으로 다루어 온 로컬푸드 소비 관련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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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파

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따로 있지 않으니, 귀하의 평상시 생각을 편안

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하게 학술

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2104/001-009)

2021년 04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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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질문>

Q. 귀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설문종료]

Q. 다음은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

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지역의 특산 가

공식품’을 의미합니다.

[예시]

1)
5):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로컬푸

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

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은 로컬

푸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

의 그림과 같이 ‘농협’ 내 로컬푸드

직매장 섹션에서 따로 판매되고 있

는 상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2)
6):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닌 다른 오

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더라도,

산지 직송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

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그림과 같이 지역특

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SBS ‘맛

남의 광장’ 프로그램과의 협업으

로 ‘이마트’에서 판매된 산지 직송

식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SBS ‘맛남의 광장’-‘이마트’ 협업]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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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로컬푸드를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설문종료]

5)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gr22nade/221369042498
6) 사진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213510963?OutUrl=naver
7) 사진 출처: https://www.coupang.com/vp/products/2046683905?itemId=3479430810&ve

ndorItemId=71465736435&isAddedCart=
8) 사진 출처: https://smartstore.naver.com/salecostco/products/5018622485

3)

7)8): ‘쿠팡’과 같은 종합 쇼핑몰,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페/블로그/SNS 등 온라인 및 모바일에

서 판매되더라도 생산자와의 직거래나 산지 직송과 같이 적은 단

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식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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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1-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2년제 이상)

④ 대학교 졸업(2년제 이상) ⑤ 대학원 재학 ⑥ 대학원 졸업 이상

1-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수입이 없으신 분께서는 월

평균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만 원

1-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서비스/판매직 ④ 생산 관련직

⑤ 농업/수산업/축산업 ⑥ 학생 ⑦ 주부 ⑧ 무직

⑨ 기타 (: )

1-6. 귀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은 귀하 포함 총 몇 명

입니까? 명

1-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

▶[1-7에서 ②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1-7-1. 귀하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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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를 기준으로 하여, 귀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

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① 없음(혼자 거주) ② 부모 ③ 조부모 ④ 형제자매

⑤ 배우자 ⑥ 자녀 ⑦ 손자녀 ⑧ 기타 (: )

1-9. 귀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 중 만 18세 이하의 미

성년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명

1-10. 귀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의 고

령 구성원은 귀하를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명

1-11.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8번에서 응답하신 가

족 구성원 모두의 월 평균 소득의 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원

1-1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특별시 ②부산광역시 ③인천광역시 ④대구광역시 ⑤대전광역시

⑥광주광역시 ⑦울산광역시 ⑧경기도 ⑨강원도 ⑩충청도 ⑪전라도

⑫경상도 ⑬제주도 ⑭세종특별자치시

1-1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농어촌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 (인구 약 50만 명 미만 도시)

③ 대도시 (인구 약 50만 명 이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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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로컬푸드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내용을 떠올리시

면서 다음의 문항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로컬푸드 구매행태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수송 또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

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지역의 특산 가

공식품’을 의미합니다.

[예시]

1)

: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은 로컬푸

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그림과 같이 ‘농협’ 내 로컬푸드 직

매장 섹션에서 따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2)

: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닌 다른 오

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더라도,

산지 직송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

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그림과 같이 지역특

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SBS ‘맛

남의 광장’ 프로그램과의 협업으

로 ‘이마트’에서 판매된 산지 직송

식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SBS ‘맛남의 광장’-‘이마트’ 협업]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 113 -

2-1. 귀하는 로컬푸드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십니까?

① TV 등 대중매체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 ③ SNS ④ 지인

⑤ 구매장소 ⑥ 홍보 인쇄물 ⑦ 기타 (: )

2-2. 귀하께서는 로컬푸드를 구매하실 때, 아래 각각의 품목을 얼마나

구매하십니까?

3)

: ‘쿠팡’과 같은 종합 쇼핑몰,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페/블로그/SNS 등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판매되더라도 생산자와의 직거래나 산지 직송과 같이 적은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식품은 로컬푸드에 해당합니다.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구매한다

매우

자주

구매한다

곡류(쌀, 밀, 잡곡 등) ① ② ③ ④ ⑤

서류(감자, 고구마 등) ① ② ③ ④ ⑤

콩류(콩, 팥, 녹두 등) ① ② ③ ④ ⑤

과일류 ① ② ③ ④ ⑤

채소류 ① ② ③ ④ ⑤

버섯류 ① ② ③ ④ ⑤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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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평소에 귀하께서 로컬푸드를 구매하시는

이유와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십시오.

계란 및 알류 ① ② ③ ④ ⑤

우유 및 유제품 ① ② ③ ④ ⑤

어패류(생선류, 조개류) ① ② ③ ④ ⑤
해조류(미역, 다시마, 파

래 등)
① ② ③ ④ ⑤

건조 해산물(건새우, 오

징어포 등)
① ② ③ ④ ⑤

가공식품(누룽지, 떡, 수

제청, 말랭이 등)
① ② ③ ④ ⑤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① ② ③ ④ ⑤

음료 및 주류(차, 즙, 식

혜, 막걸리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 ) ① ② ③ ④ ⑤

문항

“나는 로컬푸드를 ~(때문)에

구매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건강에 좋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맛이 좋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평소 먹어왔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지역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지역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기 때

문
① ② ③ ④ ⑤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집, 직장 등 생활반경 내의 가까운

상점에서 판매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생산자와 직접 교류가 가능하기 때

문
① ② ③ ④ ⑤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 ① ② ③ ④ ⑤



- 115 -

기 때문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모양이 좋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기 때

문
① ② ③ ④ 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친숙한 식품이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생산자에게 도움 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나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명확

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생산자 또는 다른 로컬푸드 소비자

들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생

각하도록 만들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평소 자주 이용하는 구매 채널에서

판매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식감이 좋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최근 로컬푸드가 유행하고 있기 때

문
① ② ③ ④ ⑤

유통 과정에서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일반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

매할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식량주권*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

(*식량주권: 각 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자

국의 식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신선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도록 만들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어릴 때 먹어봤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유지에 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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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께서는 로컬푸드를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3번 이상 ② 일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3개월에 1~2번 ⑤ 3개월에 1번 미만

2-5. 귀하께서 로컬푸드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한 달 평균 얼마입니

까?(소수점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만 원

2-6. 귀하의 전체 식품 구입비 중에서 로컬푸드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

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이상 20%미만 ② 20%이상 40%미만 ③ 40%이상 60%미만

④ 60%이상 80%미만 ⑤ 80%이상 100%이하

2-7. 귀하께서 구매하시는 로컬푸드의 가격 수준은 일반 식품에 비해

어떠합니까?

①일반 식품보다 저렴하다 ②일반 식품과 비슷한 가격 수준이다

③일반 식품보다 10% 정도 비싸다 ④일반 식품보다 20% 정도 비싸다

⑤일반 식품보다 30% 정도 비싸다 ⑥일반 식품보다 40% 정도 비싸다

⑦일반 식품보다 50% 정도 비싸다 ⑧일반 식품보다 50% 이상 비싸다

움 되기 때문
환경오염이 덜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다른 로컬푸드 소비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가격 대비 품질이 좋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

을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국산 종자 보존에 도움 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 조성에

도움 되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

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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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하께서는 평소에 로컬푸드를 구매하실 때, 다음 각각의 오프라

인 대면 채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2-9. 귀하께서는 평소에 로컬푸드를 구매하실 때, 다음 각각의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이용

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온라인 종합 쇼핑몰(쿠팡, G마켓,

11번가 등)
① ② ③ ④ ⑤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이마트

몰 등)
① ② ③ ④ ⑤

백화점 온라인 매장(더현대닷컴

등)
① ② ③ ④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자주

이용

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대형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등) ① ② ③ ④ ⑤

백화점 ① ② ③ ④ ⑤

중소형 슈퍼마켓 ① ② ③ ④ ⑤

로컬푸드 직매장 (전문 매장 또는

농협 등에 입점한 매장)
① ② ③ ④ ⑤

생협 매장(아이쿱, 두레, 오아시스

마켓 등)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 식품 전문점(초록마을, 한

살림 등)
① ② ③ ④ ⑤

편의점 ① ② ③ ④ ⑤

재래시장 ① ② ③ ④ ⑤

아파트 단지 내 장터 ① ② ③ ④ ⑤

길거리 상인 또는 트럭 ① ② ③ ④ ⑤

생산지 방문 직거래 ① ② ③ ④ ⑤
외식(로컬푸드 식당, 농가 레스토

랑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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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귀하께서는 로컬푸드 구매 채널을 선택하실 때, 아래 각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식품 전문몰(농협몰, 마켓

컬리 등)
① ② ③ ④ ⑤

생협 온라인몰(아이쿱, 두레, 오아

시스마켓 등)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 식품 전문점 온라인몰(한

살림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장

(우체국몰, 지자체 운영 온라인몰

등)

① ② ③ ④ ⑤

생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

트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① ② ③ ④ ⑤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한 구

매
① ② ③ ④ ⑤

생산자와의 전화 연락 ① ② ③ ④ ⑤
라이브 커머스(네이버의 쇼핑라이

브, 카카오의 톡 딜라이브, 티몬

의 티비온 등)

① ② ③ ④ ⑤

TV홈쇼핑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인 가격 ① ② ③ ④ ⑤

좋은 품질 ① ② ③ ④ ⑤

판매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포장 상태(소포장, 친환경 포장 등) ① ② ③ ④ ⑤

이용 편의성(위치, 배송 등) ① ② ③ ④ ⑤

프로모션(1+1 이벤트, 할인쿠폰 등)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와의 소통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① ② ③ ④ ⑤

구매 채널의 브랜드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구매 채널의 오락 및 체험적 요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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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귀하의 평소 로컬푸드 확산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을 선택해주

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평소에 로컬푸드를 일부러

찾아서 구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평소 식품 구매 시에 일반

식품보다는 로컬푸드를 우선적으

로 구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평소에 가격과 상관없이 로

컬푸드면 구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로컬푸드에 관한 정보를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로컬푸드

구매를 추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인들에게 로컬푸드를 나

누어주거나 선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로컬푸드 관련 펀딩(모금)에

참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로컬푸드를 위한 기부에 참

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로컬푸드 관련 모임, 행사,

캠페인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편

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로컬푸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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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ocal Food

Consumers’ Purchase Motivation

and Consumer Typology

Ko, Juhui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concept of “local food” was first introduced in 2008, local

food consumption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Korea. This is because

consumers' preference for local food, which does not go through

long-distance transportation, ensures fresh quality and reduces

distribution costs, has grown steadily. Local food consumption falls

into the category of ethical consumption in that it is beneficial to

society and the environment, and ethical consumption is gradually

becoming a universal phenomenon in recent yea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VID-19, local food sales are increasing: consumers'

interest in health and safety is increasing, the value of win-win with

farmers is gaining attention due to limited overseas exchanges, and

access to local food through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non-face-to-face channels is becoming easy. This chang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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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environment is expected to have affected the reason why

consumers buy local food, so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onduct an

up-to-date study on the motivation and behavior of local food

consumers. Thus, the study looked at the three dimensions of

purchase motivation: "food choice motivation" in that local food is a

kind of food, "altruistic motivation" in that it is pro-social and

eco-friendly, and "other-oriented motivation" in that local food is

gaining popularity recent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mote local

food consumption that is beneficial to consumers, society and the

environment, by categorizing consumers according to local food

purchase motivations and by discussing ways to stimulate local food

consumption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purchasing behavior of each

consumer type.

In the study, local food was defined as 'locally produced

agricultural, fishery, livestock products, or local specialty processed

foods that have not undergone long-distance transportation or

multi-stage distribution proc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528

Korean adult consumers in their 20s to 60s who have an experience

with purchasing local food, and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urchase motivation of local food, and

purchasing behavior of local food. The study used SPSS 25.0 to

examine the overall trend of local food purchasing behavior wit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he study also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derive sub-factors of local

food purchasing motivation, and then used cluster analysis to

categorize consumers based on purchase motivation. Then, the study

conducted chi-square test and ANOVA with Duncan post hoc test to

identify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urchasing behavior between consum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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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purchasing behavior of

all local food consumers, they don't buy a variety of local food items,

but they regularly buy products that are similar to or 10% more

expensive than non-local foods, spending an average of 143,600 won

per month on local food purchases. The main purchasing channels

appear in the order of big discount stores, online shopping malls,

local food direct stores, small and medium-sized supermarkets,

traditional markets, and big discount stores’ online mall. It was also

shown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reasonable price, and

convenience of use are considered important when selecting where to

buy local food. The extent of actions that contribute to the spread of

local food consumption is shown in the order of "conscious

purchasing behavior," "external diffusion behavior" that shares and

recommends to others, and "internal diffusion behavior" that

participates in active activities such as funding, donation, and

campaigns. In other words, it is hard to say that local food

consumers are currently trying to diffuse local food consumption to

people around them or society as a whole, but it can be said that

some consumers are deliberately consuming local food.

The local food purchase motivation was derived into 'functional

motivation', 'access motivation', 'economic motivation', ‘altruistic

motivation’, and ‘other-oriented motivation’, and then consumers were

clustered into six groups according to these five purchase

motivations: “various motivation type”, “quality-oriented type”,

“experience-oriented type”, “price-oriented type”, “soc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type”, and “no motivation type”.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the six consumer types, demographic differences were found

in eight categories: gender, age, marital status, dual-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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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s, number of family members, presence of child as family

members, presence of elderly as family members, an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Various motivation type" tends to be a

couple of dual-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Quality-oriented

type," which is on the older side, tends to reside in single-person

households or with siblings. "Price-oriented type" has a larg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or living with siblings, and tends to have

no spouse. "Soc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type" is older, with a

high percentage of grandchildren as family members and higher

income. Many men are distributed in “no motivation type”, and the

proportion of their grandparents living with them is high and their

household income is low.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cal food

purchase behavior among the six consumer types, it was analyz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local food

purchase, purchase method, and diffusion behavior. Summing up the

results, "various motivation type" and "experience-oriented type" have

a high level, "quality-oriented type" and "soc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type" have a medium level, and "price-oriented

type" and "no motivation type" have a low level of local food

purchase. "Various motivation type" and "experience-oriented type"

with high levels of purchase have also been shown to use relatively

diverse purchase channels, and they tend to contribute to the

diffusion of local food consumption. While “various motivation type”

has been shown to have a substantial level of overall diffusion

behavior, “experience-oriented type” has been shown to have only

conscious purchasing behavior, and four other consumer types have

shown to have little diffusion behavior.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depending on what kind of purchasing motivation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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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difference in overall purchasing behavior, including the

extent to which efforts are made to spread local food consumption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motivation of local food consumers in Korea appears in

the order of functional, economic, altruistic, accessible, and

other-oriented motivation, so the quality of local food, such as health,

safety, and taste, is the strongest as a local food purchasing

motivation. On the other hand, other-oriented motivation was low. As

such,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s at the influence of local

food purchasing motivation, especially other-oriented motivation,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in local food consumption

environments by approaching local food purchasing motivation from

three dimensions.

Second, looking at the overall trend of local food purchasing

behavior, the level of local food purchase by Korean consumers is not

high overall. When purchasing local food, big discount stores, small

and medium-sized supermarkets, local food direct stores, online

shopping malls and online big discount stores are frequently used.

Considering the fact that good quality, reasonable price, and

convenience are considered important among purchasing channel

selection attribut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consumers are

purchasing local food without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their usual

consumption radiu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mote local food

consumption that local food is included in the consumer's radius of

consumption in order to be chosen by consumers, and good quality

goods are supplied at reasonable prices within the radius of

consumption.

Third, according to the five local food purchasing motivations, local

food consumers were categorized into six clusters in order of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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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motivation type(30.1%)', 'No motivation type(20.1%)', 'Soc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type(19.3%)', 'Price-oriented type(11.0%)',

'Quality-oriented type(9.8%)', and 'Experience-oriented type(9.7%)'. In

other words, it has been analyzed that "various motivation type" with

high level of all five purchase motivations accounts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local food consumers in Korea. "Various motivation

type" in which all purchase motivations are strong and diverse, is

found to work as other-oriented motivations as well, accounting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30.1% of local food consumers in Korea.

Therefore,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local food consumers'

purchasing motivation has diversified with changes in the

consumption environment by confirming that other-oriented

motivation, other than functional and eco-friendly, and pro-social

aspects, is also acting as local food motivations.

Fourth, if you look at the degree of local food purchase per

consumer type, it appears in the order of 'various motivation type'

and 'experience-oriented type', 'quality-oriented type' and 'social and

environmental-oriented type', and finally 'price-oriented type' and 'no

motivation type'. In other words, rather than having only one

particular purchase motivation high, it was analyzed that 'various

motivation type' with multiple motivations for local food purchase are

buying a big amount of local food. On the other hand, 'no motivation

type' is showing the lowest level of local food purchases.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purchase varies depending on the

strength and diversity of the local food purchase motivation.

Fifth, while local food consumers now tend to consciously purchase

local food in preference to domestic and imported foods that have

undergone long-distance transportation or multi-stage distribution, the

level of internal diffusion activity of recommending and shar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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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is low. In other words, there are some consumers who use

their purchasing power to make conscious purchases, such as ‘various

motivation type’ and ‘experience-oriented type’, but consumers rarely

engage in activities to actively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and to pursue normative ideal in pro-social consumption.

Thu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expanded the

content of local food purchase behavior and considered local food

diffusion behavior, which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pro-social

consumption behavior, in addition to the degree of local food purchase

and method of purchase.

Sixth,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promote local

food consumption, focusing on consumer types based on the

motivation for local food purchases. The price level of local food

purchased by "quality-oriented type" i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food, indicating that one who regards the quality of local food as

important, will buy the local food if the price is high but the quality

is good. In other words, there are quality-oriented consumers who

buy local food even if it costs higher than 20% more than regular

food, so actively promoting the quality of local food such as health,

safety, and taste can help boost local food consumption. Next,

'experience-oriented type' purchases large amount of local food and

shows some diffusion behavior, so trying to expose local food to

consumers through various distribution channels may help boost local

food consumption. However, as “no motivation type” shows relatively

high level of ‘access motivation’ but the lowest level of local food

purchases, simply improving access to local food may not be

effective, so trying to promote what local food is specifically and

create a favorable consumption environment can help improve local

food consumption. Finally, the level of local food purchas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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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oriented type" is very low, and this indicates that local food

still lacks pric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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