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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비건 관련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비건푸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고 있다. 비건푸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와 지속가능한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

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건푸드의 소비는 채식주의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식품소비는 단순히 생리와

안전 욕구 단계를 넘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국내업계에서는 비건푸드를 겨냥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한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건푸드의 시장규모가 아직

작고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비건푸드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

성, 비건푸드는 다른 식품보다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채식주의

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문제가 있으므로 비건푸드를 원하는 소비자에

게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한편, 대만은 한국에 비하여 비건푸드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높은데, 현재 대만의 비건 인구는 대만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한다. 대만의 채식 시장은 초기에 종교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

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전 세계에 비건 열풍이 불기 전인 90년대 중반부

터 비건푸드 시장을 주목해왔다. 이렇듯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드 시장환

경, 종교구조와 사회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과 소

비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식 비건푸드 소비행동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국가 간의 비교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을 살펴

보고 국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비건푸드에 대한 인

식을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으로 나누어 각 요인별로 무엇이 있는지

를 규명하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구매의도 관련 변수들의 수준과 국

가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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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비건푸드를 알고 있거나 구매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50대

이상인 한국 수도권과 대만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과 연령 분포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당

표집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총 405부, 대만은 총 420부로 최종 분석에 투

입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 신뢰

도 및 타당도 검증,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Duncan 사후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SPSS Process Macro의 모형4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

증과 Chow-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경험 수준은 한국 소비자보다 약

2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행태를 살펴본 결과, 구매빈도와 월평균 구매금액이 모두 대만 소비

자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소비자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로

비건푸드를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구매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에 대만 소

비자는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비건푸드를 구매하고 입소문으로 구매 정

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건푸드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 모두에게서 비건푸드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이유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련 요인의 수준과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와 구

매의도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비건푸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대만의 태도와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지

각된 혜택의 경우, 모든 하위 요인이 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만은 한

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경

제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한

국과 대만의 비건푸드 시장 접근성이 아직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소비자의 사회적 위험이 3점 이



- iii -

상으로 대만 소비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학력,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반려동물 양육경험 유

무에 따라 구매의도, 태도, 지각된 혜택과 위험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특히

성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 소비자의 구매의도, 태도와 지

각된 혜택이 모두 여성 소비자보다 낮고 경제적 위험을 제외하고 지각된

위험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만 소비자의 경우, 종교에

있어서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 종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구매의도와

태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건강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을 낮게 지각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총효

과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태도, 성과적 위험, 동물

복지 혜택,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 건강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의 경우,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

지 혜택은 태도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표현 혜택은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태도

를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건강적 위

험과 사회적 위험은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쳤고,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직·간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섯째,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태도, 성과적 위험, 건

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건강적 위험, 동물복지 혜택과 시간적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의 경우,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과 동

물복지 혜택은 태도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건강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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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여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성별과 반려동물 양육경험 유무가 한

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와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있는 경우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한편, 3인 이상인 가구가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

과를 비교한 결과, 먼저 양국은 모두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 소비자는 대만 소비자보다

이타적인 혜택인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양

상을 보였고, 대만 소비자는 이기적인 혜택인 건강적 혜택과 자기표현

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지각된 위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 모두 성과적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만은

사회적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추가로 비건푸드 구

매의도에 대한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의 차이를 Chow-test로 검증한 결

과, 두 나라 간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회귀모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소비가치와 비건제품 구매와의 관계를 다수 고찰

하였으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밝히지 못

하였고, 비건푸드를 활용한 소비환경의 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기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가 비건푸드

에 대해서 지각하는 혜택과 위험을 여러 요인으로 나누어 태도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비건푸드에 대

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비자들이 비건푸드의 구매를 윤리적인 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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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였다. 또한 자기표현 혜택을 통해서 식품은 단

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더불어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이 구매의도를 감소시키지 않다는 결과는 비건푸드 소비와

같은 윤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감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적 혜택과 건강적 위험이 모두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건푸드의 건강적인 효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각된 혜택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

는 비건푸드의 이타적 혜택은 구매의도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에 대

만 소비자는 비건푸드의 이기적 혜택은 구매의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

다. 한편, 지각된 위험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가 대만 소비자에 비하여 사

회적 위험을 더 느낀다는 점은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시장환경의 차이

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적 비

건푸드 소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 한국과 대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

는 소비자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무

리가 있다. 또한 표집된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비율과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

은 대만보다 각각 약 25% 정도 적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비건푸드가 더욱 활성화되면 구매경험이 있

는 소비자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나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를 구

분해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면 보다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집단별의 소비자행동 또한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비건푸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태도, 구매의도, 한국·

대만 소비자

학 번 : 2020-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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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비건 관련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비건푸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

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전 세계 비건푸드 시장

규모가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9.6%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240억 600

만 달러(약 29조 7,1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건푸드 시장

은 해외에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채식연합에 의하면 한국

에서 채식을 택하는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150

만 명으로 10배 늘었고 지난해 200만 명, 올해는 25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경향신문, 2020.05.07).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

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건 시장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아주경제, 2021.08.13).

비건푸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

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와 지속가능한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기 때

문이다. 과거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값으로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를 강조했다면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을 고려하

는 윤리적 소비를 더 중시한다(허은정, 김우성, 2012). 이에 건강에 이롭

거나 환경개선과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비건푸드의 소

비도 일종의 윤리적 소비행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비건

챌린지의 열풍이 나타나 ‘나의 비거니즘 일기’ 등 해시태그를 통해서 하

루에 한 끼, 혹은 요일을 정해서 비건식단을 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사례뉴스, 2020.12.14). 즉, 비건푸드의 소비는 채식주의자에게만 국한하

지 않고, 이제 일반 소비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식품소비는 단순히 생

리와 안전 욕구 단계를 넘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수

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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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국내업계에서는 비건푸드를 겨냥한 움직임이 본

격화 되고있다. 식품업계의 경우 신세계푸드는 대체육을 개발하여 대체

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를 론칭한 후 올해 대체육 햄 ‘콜드컷

(Cold cut)’을 출시하였다. 농심은 올해 자체 비건 브랜드 ‘베지가든

(Veggie Garden)’ 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대체육, 즉석 편의식,

양념 등 다양한 비건푸드를 선보였다(식품음료신문, 2021.12.20.; 이투데

이, 2022.02.16). 유통업계의 경우, CU와 GS25는 비건식품의 개수와 종류

를 확대하여 2021년 상반기매출이 크게 늘었고(경향신문, 2021.08.08), 이

마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모두 비건식품 관련 구역을 만들어 다양한

비건식품을 판매하고 있다(이투데이, 2021.12.09). 이처럼 비건푸드 시장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건푸

드의 시장규모가 아직 작고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비건푸드

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 비건푸드는 다른 식품보다 맛과 품질이 떨어

진다는 선입견, 채식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문제가 존재한다(데

일리안, 2021.04.21).

대만은 한국에 비하여 비건푸드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더 앞서있다.

현재 대만의 비건 인구는 이미 300만 명 돌파하였고 이는 대만 인구의

13%가 넘은 수치다(The News Lens, 2021.01.15). 대만의 불교와 도교

신앙의 비율은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된다. 불교의 사상체계는 계살

(戒殺)과 금도(禁屠)가 있고, 민간신앙과 결합한 대만의 도교는 특정 종

교일에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건푸드를 구매하거나 비건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많다. 또한 최근 젊은 층이 건강에 대한 인식, 환경문

제 등의 이유로 비건푸드를 소비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 가공식품업계는 전 세계에서 비건 열풍이 불

기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대두, 밀을 사용한 식물성 대체육 생산 기술

을 활용하여 대응해 왔고, 비건푸드와 채식식당도 쉽게 찾을 수 있다

(Kotra, 2019.12.13). 2017년에 대만 타이베이는 세계 10대 비건 우호 도

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CNN, 2017.04.11). 또한 대만 정부는 2009년에

‘채식 식품 포장의 표시 기준’을 내세워 사용 원료에 따라 채식식품은 채



- 3 -

식의 다섯 가지 분류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육식섭취를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2010년에 ‘일일 채식’이라는 초·중학교 급식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점유율이 제일 높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채식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비건푸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에 채식단계에

따른 표시를 추가하면서 대만 비건푸드 시장은 한층 더 세분화된 셈이다

(Hua Chen Chang, 2020).

하지만 국내의 비건푸드 시장과 소비가 점점 주목받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소비자학 관점으로 비건푸드에 대해 진행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국내의 비건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비건 화장품이나

패션 분야에 대한 인식, 소비가치, 구매의도를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

었고(여은아, 2018 ; 최윤진, 2019 ; 최서연, 2019 ; 김록안, 2020 ; 김경

민, 2021), 국내 식생활 분야의 비건 연구는 채식주의자에 한정하여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길환, 2008 ; 김일방, 2012 ; 차복경, 2001). 최근

소비가치의 중심으로 비건푸드와 채식식당을 고찰한 연구가 존재하나 소

비자가 실제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연구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비건푸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비건푸

드에 대해서 상이한 인식을 가지며, 채식주의자가 아닌 소비자도 비건푸

드를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

로 비건푸드의 인식을 혜택과 위험의 측면에서 더욱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양권에는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만 동아시아

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수직적 사회로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유태범(2012)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동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비건푸드가 일찍 보편화 되

어 있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유교권 국가로 볼 수 있고 역사, 경제, 정

치체계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종교의 구조나 사회적 분위기 및

시장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국 소비자가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 비건푸드

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매의도의 수준 및 차이를 알아보고, 태도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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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한국과 대만 국가 간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짚어내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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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윤리적 소비가 자리를 잡으면서 비건푸드의 소비도 확산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비건푸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

는지,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가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과 대만 소비자들의 비

건푸드 구매현황을 살펴보고 국가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은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으로 나누어 각각 무

엇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관련 변수들

의 수준과 국가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와 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을 파악하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으

로 기대된다. 첫째, 비건푸드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 소비자가 어떠한 인

식을 갖고 있는지를 지각된 혜택과 위험 수준 파악을 통해서 비건푸드

소비자를 더욱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건푸드의

소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소비자와 시장환경 요

인 외의 문화적인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적 비건푸

드 소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한국적 비건푸드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현재와 잠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향후 비건푸드 관련 소비자연구

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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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한국과 대만 비건푸드의 현황

본 절에서는 비건과 비건푸드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본 후 현재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드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건푸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비건 및 비건푸드의 개념과 정의

최근 육식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와 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비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비건(vegan)이란 좁은 의미

에서는 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성분이 포함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엄

격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비건은 현

재 식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동물을 착취하거나 동물 실험

을 거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하고 동물복지를 옹호하는 행동 등에도

적용되면서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고 있다(Larsson et al., 2003;

최서연, 2019). 다시 말해 비건은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의 부산물과 실험으로 제조된 제품까지 거부하는 유형

이고, 이러한 소비패턴을 실천하는 문화를 비거니즘(veganism)이라고 한

다(백남길, 2021).

식생활 분야에서 비건푸드는 채식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채식은 육

류를 피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사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비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사 방식뿐만 아니라 신념과 라이프스타일

을 더 강조한 개념이다. 채식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여 비건은 그중의

제일 엄격한 단계이다. 따라서 채식은 비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영어인 vegetarian은 라틴어의 ‘vesere’에서 유래하여

‘건강하거나 활기차다’의 의미를 가진다. ‘vegetarian’은 채소인

‘vegetable’에서 기원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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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한국에서 채식이나 채식주의자의 어원은 육류만 피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동물에 대한 사랑,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을 포

함한 의미가 담겼다(이길환, 2008).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신체적

인 이유로 육식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 신체적

정식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비건푸드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

다. 채식의 유형은 동물성 원료와 동물의 부산물을 모두 피하는 비건

(vegan), 유제품 섭취가 가능한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동물

의 알을 먹을 수 있는 오보 베지테리언(ove vegetarian), 동물의 알과 유

제품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lacto-ove

vegetarian), 육식을 하지 않지만 해산물과 어류를 섭취 가능한 페스코

베지테리언(pesco vegetarian), 가금류까지 먹을 수 있는 폴로 베지테리

언(pollo vegetarian)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

언(flexitaria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종교 교리로 채식에 따

른 채식주의자가 존재하는데, 나라, 종교와 문화마다 채식의 정의와 육식

섭취의 제한이 다양하다(이규봉, 2002 ; 이길환, 2008). 대만의 경우, 앞

서 언급한 채식단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파, 양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를 피하는 오신채라는 채식단계를

선택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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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채식단계의 유형

출처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국내외의 비건 제품 인증 기관의 비건제품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영국 비건협회(The Vegan Society)는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성분 엄

금, 동물성 실험 불가, 유전자 변형 생물 개발 금지와 논 비건

(non-vegan)과의 교차 오염 방지라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유럽채식협회

(European Vegetarian Union)는 베지테리언과 비건 2가지의 인증으로

나누었는데, 두 인증의 차이는 생산과정에서 동물의 협조여부에 따라 인

증을 다르게 부여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을 함유한 제품과 케이지

사육으로 생산된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

다. 제품 패키지, 재배방식, 오염물질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지 않지만, 최

대한 동물 유래 물질을 방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비건인증원의 경우

동물 유래 원재료 사용 금지, 동물을 이용한 실험 금지와 제품 생산 과

정 교차오염 금지를 비건인증의 기준에 포함하였다.

채식 유형 허용 식품 및 기준

비건

동물성 원료와 동물의 부산물을 모두 피하고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와 식물성 식품만 허용 가능

한 유형

락토 베지테리언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 식물성 식품과 유제품

허용

오보 베지테리언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 식물성 식품과 달걀

허용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 식물성 식품, 유제품

과 달걀 허용

페스코 베지테리언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 식물성 식품, 유제품,

달걀과 해산물 및 어류 허용

폴로 베지테리언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류, 식물성 식품, 유제품,

달걀, 해산물 및 어류와 가금류 허용

플렉시테리언
주로 식물성 제품을 섭취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기타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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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비건푸드의 현황

비건 관련된 현 자료들이 비건과 채식의 구분이 따로 없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채식 관련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채식

연합에 의하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18년의 기준으로 약 150만 명으로 추

정되었고, 2020년에 200만 명, 2021년에는 250만 명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최근 가치소비와 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

는 가운데 비건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건푸드의 타깃층이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식단의 소비자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건푸드 관련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중앙일보,

2021.07.18).

[그림 2-1] 한국 비건푸드 시장의 규모

국내의 비건푸드 관련 시장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 글로벌데이터 조사

한 결과 식물성 대체육의 시장 규모는 2016년에 1,410만 달러로 나타났

고 2020년에 1,740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5.6%로 성장하였다. 이

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2025년에는 2,260만 달러의 시장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신한은행에 따르면 비건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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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한카드 이용 금액을 조사한 결과 2014

년 8억 원에서 2019년 21억 원으로 163% 성장하였다(신한은행,

2020.08.24). 또한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인증을 받은 식품의 개수는

2021년까지 621개로 누적되었는데, 2021년에 신규 비건인증 식품 개수는

2020년에 비하여 44%, 2019년에 비하여 15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비건식품).

이에 식품과 유통 업계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은 국내

외 대체식품 스타트업과 적극 기술협력을 하여 채식 전문 브랜드 ‘플랜

테이블(PlanTable)’을 론칭하였다(식품음료신문, 2021.12.20). 농심그룹은

비건식품 브랜드 ‘베지가든’의 사업을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독자적인 기술로 대체육의 개발에 나서고 있고 올해 4월에 비건 레스토

랑 ‘포리스트 키친(Forest Kitchen)’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투데

이, 2022.02.16). 국내 편의점 또한 비건 트렌드에 발맞춰서 다양한 비건

간편식을 출시하였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다. CU는 지난 2019

년 말에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론칭하여 2021년 상반기의 매출이

전년보다 15배로 증가하였다. GS25도 마찬가지로 비건식품의 개수와 종

류를 확대 중이고 2021년 상반기의 매출이 전년에 비하여 약 18배가 늘

었다(경향신문, 2021.08.08). 대형마트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비건 마

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마트는 ‘채식주의 존’, 홈플러스는 ‘비건 존’, 롯

데마트는 ‘비건 특화존’ 등의 비건식품 관련 구역을 만들어 다양한 비건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이투데이, 2021.12.09).

비건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대체육을 유망 산업으로 보아

대체육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

고 있다. 정부의 대체육에 대한 R&D 투자 규모는 2020년의 기준으로

45억 7천 만 원에 달하였고 그중에 식물성 고기는 23.7%를 차지하였다

(윤성용, 조해주, 이경본, 2021). 이처럼 국내 비건이나 채식 시장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정부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채식주

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식 급식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10월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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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선택 급식’을 실행하여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식단에

육류가 없는 ‘그린급식의 날’을 월 2회로 실시하고 ‘그린 바’를 설치하여

채식선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른 행정지역도 잇따라 ‘채식의

날’ 관련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키즈맘, 2021.05.19). 국방부 역시 채

식주의 병사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병역판정서류에 ‘채식주의자’의 표시란

을 추가하여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있다(한겨레, 2020.12.27).

하지만 비건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비건이나 채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상이한 상태다. 한국 시장조사전문

기업 엠브레인은 채식 식습관과 채식주의 관련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2012년, 2018년과 2021년에 실시한 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채식에 대한 선호도가 여

전히 크지 않고, 채식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차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2021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식으로 건강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전체 75.6%는 완전한 채식은 오히

려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함께 공존한다. 더불어

비건식품(29.4%)을 구입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많은

소비자들은 비건식품은 맛이 없다(41.5%)거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 못

해 줄 것 같다(42.7%)는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채식을 하는 것이 어렵다(33.5%)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매드타임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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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에서 비건푸드의 현황

대만 내정부 호정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기준으로 대만의

채식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추정되어 이는 대만 전체 인구수의 14%이

며 채식인구 비율은 전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대만의 채식 시장은 초

기에 종교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대만

의 불교와 도교 신앙이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교리대로 육

류를 금하거나 특정 종교일에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종교 이외에도 건강, 환경, 동물보호 등 이유로 채식을 시작

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Kotra, 2019.12.13).

[표 2-2] 대만 채식 인구

대만은 채식인구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2~3배 정도 많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채식과 비건 관련 시장도 한국보다 더 활성화되

어 있다. 대만 식품공업발전연구소(ITIS)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비건이

나 채식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600억 대만달러(약 2.4조 원)에 달할 것

이고, 2020년에 식물성 고기의 잠재 소비자는 66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foodNEXT, 2021.10.29). 또한 대만에서 채식 전문 음식점은 2006년에

이미 6,000개소가 넘었고 1/4은 수도원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에 집중

되어 있다. 일반적인 채식뷔페 외에 중식, 일식, 양식 등에서도 채식메뉴

를 찾을 수 있으며 야시장에서도 채식 점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으로 타이베이는 미국 CNN이 선정한 채식주의자들이 여행하기가 좋은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뽑혔는데 이는 인도 첸나이 외의 유일한 아시아

도시이다(Kotra, 2019.12.13).

연도 단위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채식 인구 천명 2,255 2,723 3,220 3,281 3,296 3,302
전체 인구 천명 22,277 22,270 23,162 23,492 23,571 23,589

채식 인구 비중 % 10.1 12.0 13.9 14.0 14.0 14.0

자료: 유로모니터, 대만 내정부 호정사 (Kotra, 2019.12.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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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채식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의 가공식품업계는 90

년대부터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두, 밀 등 재료로 식물성 대체

육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채식주의자가 허용 가능한

가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VeWong(味王)식품은 채식주의자를 겨냥

한 버섯맛, 바질맛 간장소스를 개발하였고 마라훠궈 소스 전문 업체인

하오지(好記)는 식물성 마라소스로 만든 비빔면을 출시하였다(Kotra,

2019.12.13). WeiLih(維力)의 비건 마라탕과 비건 자장면, VeDan(味丹)의

비건 육골차 라면 등은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큰 인

기를 얻었다(NOWnews, 2022.01.18). 더불어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인 미

국 Beyond Meat와 홍콩 OmniPork가 대만 시장에 진출한 후 식물성 대

체육이 더욱 이슈가 되어 대만 현지 대체육 브랜드도 적극적으로 신기술

을 도입하였다. 대만 최대의 식물성 대체육 공장인 Vegefarm(松珍生物

科技)은 대만에서 등록된 403개 채식 관련 제품 중의 350개를 개발했음

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냉동 채식 품목을 가진 제조공장이다

(MANAGERtoday, 2020.10.23).

대만의 채식제품 유통채널도 다각화 되고 있다. 대만 세븐일레븐은 자

체 채식 전문 브랜드 ‘티엔수디슈(天素地蔬)’를 출시하고 체식식품 코너

도 만들었다. 특히 채식 간편 식품 포장에서 채식단계에 따른 로고를 표

시하여 채식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하였다(UDNnews, 2020.10.28). 또

한 채식 전문 편의점, 채식 전문 슈퍼마켓, 채식 전문 쇼핑몰 등 유통채

널이 잇따라 생겨 그중에 LeeZen(里仁) 유기농 채식 전문 슈퍼마켓의

점포는 현재 100개 넘었고, 대형마트에도 채식식품 코너가 구비되어있는

상태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채널이 과거에 비하여 더욱 확대되는 가운

데 대만 소비자는 채식이나 비건식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

다.

비건푸드가 더욱 보편화되는 가운데 대만 정부도 채식과 관련된 정책

을 펼치고 있다. 경제부 기술처는 1993년에 식품공업발전연구소(ITIS)에

서 식물성 대체육 개발 전문팀을 조직하여 식물성 대체육의 핵심기술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행정부 위생서는 2009년부터 ‘채식 식품 포장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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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준’을 내세워 채식 식품은 사용 원료에 따라 완전 채식(vegan), 달

걀 채식(ovo), 우유 채식(lacto), 달걀·우유 채식(ovo-lacto)과 오신채 채

식의 다섯 가지 분류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0년부터 초·중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드 현황을 비교하면 대만은 한국보다 비건

푸드 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양국의 비건푸

드 소비가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종교, 사회문화와 시장환경

의 차이로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

가로 양국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다음 [표2-3]와 같이 제시한다.

[표 2-3] 한국과 대만의 개괄적 정보

자료 : 한국 통계청, 대만 행정원, 위키백과, 나무위키

국가 한국 대만 (중화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타이베이시
인구

(2021년 기준)
51,638,809명 23,451,837명

면접 100,210 36,197
인구밀도 516 648
도시인구비율 81% 79%
공식언어 한국어 표준중국어

종교

불교 15%

개신교 19%

천주교 8%

기타 2%

무교 56%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불교 35%

도교 33%

개신교/천주교 4%

기타 8%

무교 20%

(2019년 미국국무원)

인종, 민족 구성 한민족 98%
원주민 2.5%

한족 96.5%

인구구조

(2020년 기준)

0-14세 12.2%

15-64세 72.1%

65세 이상 15.7%

0-14세 12.3%

15-64세 70.6%

65세 이상 17.1%
1인당 GDP

(2021년 기준)
35,168달러 33,402달러

채식주의자 인구 약 200만 명(약 4%) 약 300만 명 (약 14%)

채식식당 수량
서울 약 900 개소

(2021년 기준)

수도권 약 1,500개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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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건푸드 관련 선행연구

최근 비건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비건

푸드나 채식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채식 관련 연구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vegan food, vegetarian food와 planet-based food라

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비건푸드보다 채식이라는

단어로 연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대만에서는 주로 소식(素食)이라는

단어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건푸드나 채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려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연구를 고찰해보면 Mohamed 외(2017)는 비채식주의자인 소

비자를 대상으로 채식식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25세 이하와 주변 채식주의자인 가족이 있

는 경우, 채식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채식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경우에

채식식품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건강요인, 환경 및 동

물복지 관심, 종교적 요인과 주변 사람의 영향은 모두 채식식품에 대한

생각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 Costa Birchal 외

(2018)는 브라질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연구방법으로 채식

식품에 대한 인식을 가치와 희생으로 분류하였다.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희생은 모두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상황적과 금전적 측면으로 나누었

다. 이는 채식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각각 정반대의 인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Miguel 외(2020)는 채식주의자의 비건제품에 대한 태도,

소비의도와 구전의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건강의식과 사회적 영향

은 비건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환경관심과 동물복

지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비건제품에 대한 태도가 개

인적인 이유보다 윤리적인 이유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였다. Martinelli

& De Canio(2021)에서 동물복지와 개인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비채

식주의자인 소비자는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

진다고 분석되었고, 비건푸드를 구매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

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순응의 태

도와 구매의도 사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비건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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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더 잘 따르는 소비자들은 비건푸드에 대

한 태도가 더 쉽게 구매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비건이나 채식의 선행연구를 알아보면 최근 1.2년 간 소비가치

와 태도의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유진, 김태희(2020)의 밀레니

얼 세대가 채식식당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연구에서 소비가치를 합

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 자율지향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태도와 구매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채식

식당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금 외

(2021)는 소비가치가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저자는 소비가치를 환경의식, 윤리적 소비의식과 동

물보호의식을 포함한 이타적 가치와 건강관심을 포함한 자기중심적 가치

로 나누었다.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동물보호의식, 윤리적 소비의식, 환

경의식, 건강관심의 순으로 나타나 모두 태도를 통하여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남길(2021)의 비건식품의 소비가치와 신

뢰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가격, 맛과 같은 기능

적 가치, 정보량과 같은 상황적 가치와 환경 및 동물복지와 같은 윤리적

가치가 신뢰에 영향을 미쳤으나 품질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

혔다. 그리고 모든 소비가치와 신뢰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비건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측

면을 강조해야 할뿐더러 소비자의 비건식품에 대한 정보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대만의 비건이나 채식 소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채식의 소비동기와 방

해요인을 살펴보았다. Ju-Fen Yeh(2014)의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와 비

채식주의자의 비건푸드 소비동기를 비교하였는데, 채식주의자와 비채식

주의자는 모두 환경의식와 건장에 대한 동기가 강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비건 소비할 의도가 더 높아진다. 특히 개인적, 사회적 방해요인은 채식

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소비의도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구

조적 방해 요인은 비채식주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주의자는 이미 비건 시장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Hua Chen Chang(2020)은 채식 소비의 동기는 건강의식, 환경의식,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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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하스주의로 도출하였고 Yun-Jun Tseng(2021)도 비슷하게 건강,

환경동기가 채식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소비가치와 구매동기를 제시하였고, 이들의 세부적인

요인은 대부분 건강에 대한 관심, 환경의식, 동물복지, 종교적인 이유 등

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비건

푸드에 대한 소비를 설명하였다. 비건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구

매과정의 장벽을 고려하는 연구가 소수이고 탐색적인 단계에 그쳤다. 특

히 한국에서 비건푸드라는 개념이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비건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많이 존

재한다. 이에 비건푸드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의 측면에서 비건푸드에 대

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비건푸드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라 간의 비교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양권에서 비건을 하는 나라가 많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앞서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만의 비건푸드가 더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국의 종

교구조 및 사회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

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태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도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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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각된 혜택

1) 지각된 혜택의 개념 및 유형

혜택이란 소비자의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이나 심리·사회적인 바람직한 결과물(desirable consequences)이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인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과 다른 개념이다(Gutman,

1982). 소비자들은 구매행동에 있어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속성보다 혜택

을 더 많이 고려한 경향이 있다(Peter& Olsen, 1994, p.87).

Peter& Olsen(1994, p.86-87)에 의하면 혜택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물이고, 소비자

들이 기능적인 결과물과 심리·사회적인 결과물을 기대한다고 설명하였

다. 기능적인 결과물은 유형적이고 개인적인 결과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심리·사회적인 결과물은 심리적

인 결과물과 사회적인 결과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심리적인 결과물

은 제품으로 얻는 느낌이나 기분이며 사회적인 결과물은 제품을 구매나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

물들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혜택이나

위험을 지각하게 된다.

지각된 혜택은 지각된 가치로도 설명되지만(Keller, 1993) 지각된 가치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할 수 있

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하여 지각된 혜택과 다소 차이가 있다(Zeith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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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즉, 지각된 혜택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을 통해서 기

대하는 이점을 중점에 둔 것이다. 또한 지각된 혜택은 인구사회학적 특

징이나 소비량보다 소비자의 행동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소

비자가 혜택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개인마다 추구하는 혜택의

생대적 중요성이 다르다(Haley, 1968).

소비자가 하나의 속성으로 여러 가지의 혜택을 지각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는 지각된 혜택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Keller(1993)는 혜택을 기능

적 혜택, 경험적 혜택과 상징적 혜택으로 나누었다. 기능적 혜택은 본질

적인 이점을 가리키는데 제품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특히 생

리적이나 안전 욕구와 같은 근본적인 동기를 유발한다. 경험적 혜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느낌과 관련이 있고, 이는 또한 제품 관련

속성과도 연관되며 감각적 즐거움, 다양성, 인지적 자극과 같은 경험적

욕구는 이에 해당한다. 상징적 혜택은 보통 제품과 관련이 없는 속성에

해당하며 사회적 승인, 개인 표현, 자존감 등 외부적 이점(extrinsic

advantage)과 관련이 있다(Keller, 1993, p.4).

Peter& Olsen(1994)은 지각된 혜택은 인지적인(cognitive) 측면과 정서

적인(affective) 측면으로 구성되어 인지적인 측면에서 기능적 혜택, 심리

적 혜택, 사회적인 혜택으로 구분하였다. Lai(1995)는 Sheth 등(1991)이

제품에서 지각된 혜택과 소비가치를 혼동해서 사용하여 그들의 분류는

다른 중요한 일반적인 제품 혜택을 무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Lai(1995)는 제품 혜택을 기능적 혜택(functional benefit), 사회적 혜택

(social benefit), 정서적 혜택(affective benefit), 지적 혜택(epistemic

benefit), 심미적 혜택(aesthetic benefit), 유희적 혜택(hedonic benefit),

상황적 혜택(situational benefit), 전체론적 혜택(holistic benefit)으로 더

엄밀하게 범주화하였다. 이처럼 같은 제품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

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제품 속성에 따라 지각된 혜택을 다양하

게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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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혜택에 관한 선행연구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제 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건푸드의 구매는 윤리적 소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친환경이나 윤리적인 제품 소비에 있어서 지각된 혜

택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실증연구를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분야를 살펴보면 유동술, 김홍근(2016)은 기능성 건강식품의

소비자 추구혜택, 관심도와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기능성 건강식품의 추구혜택은 기능적 추구혜택, 서비스 추구혜택

과 심리적 추구혜택으로 나누었다. 여기서의 기능적 추구혜택은 맛과 가

격, 휴대나 복용 편리성 등을 포함하고, 서비스 추구혜택은 구매 후 서비

스를 말하며 심리적 추구혜택은 이용 시의 자긍심과 안전감, 광고제품에

대한 믿음 등을 포괄하였다. 그중에 심리적 추구혜택만 구매의도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자 외(2021)의 가공식품의 추

구혜택이 고객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육가

공식품의 추구혜택은 영양성, 편리성, 고급성과 경제성의 4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영양성과 편리성은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쳤으며 모두 추구혜택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이 유기농 소비의 지각된 혜택을 밝힌 바가 있

다. 먼저 이현주(2017)의 연구에서는 가치-태도-행동 모델로 자아초원

가치가 유기농 식품 소비의 혜택에 관한 태도와 소비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유기농 식품소비로 인한 혜택을 태도로 간주하여 개념

화하였는데, 태도의 하위요인은 환경적 혜택, 운송/폐기물과 관련된 혜

택, 건강상 혜택, 도덕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으로 나누었다. 소비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건강적 혜택, 심리적 혜택과 환경적 혜택의 순으로 나타

났다. HE JIANAN(2019)은 또한 유기농 소비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구

매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에서 혜택은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 도덕적 혜택과 상징적 혜택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혜택이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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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특히 유기농의 구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Kirubaharan Boobalana(2021)의 연구에서는 유기농 소비에 대한 심리적

혜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는 심리적 혜택은 자기표현 혜택과 흐뭇

함(warm-glow)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표현 혜택은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외적인 심리상태이며 흐

뭇함은 유기농 식품 구매를 통하여 자신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내

재적인 심리상태이다. 두 변수는 모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구매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심리적 혜택은 사회적으로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이나 윤리적 제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희숙과 고애란

(2009)은 웰빙 의류상품을 친환경 의류상품과 건강 기능성 의류상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구혜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에서 추구혜택은 경제성, 쾌적성, 내구성과 편의성을 포함한 실용적 혜

택, 신분 상징성, 자기성취의 과시와 명성을 포함한 사회적 혜택과 개성,

심미성과 자기이미지의 표현을 포함한 심미적 혜택으로 분류하였다. 이

러한 웰빙 의류상품은 실용적 혜택 추구가 높고 심미적 혜택 추구가 낮

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수진

외(2015)는 그린제품의 편익이 그린제품 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편익, 환경적 편익, 자기 온정적 편익, 자기 표현

적 편익은 모두 지각된 그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환경적 편익과 자기 온정적 편익이 지각된 그린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로서 그린제품의 환경적 기여와 이에 따른 도덕적 만족감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강송은, 황조혜(2019)의 지속가능한 패

키지 상품에 관한 연구에서도 친환경 혜택과 건강적 혜택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보

이는 패키지에 대해서 더 높은 친환경 혜택과 건강적 혜택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품, 친환경과 윤리적 제품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밝힌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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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는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은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추가로 비건푸드는 유기농과 기타 그린식품의 가

장 큰 차별점인 ‘동물복지 혜택’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표 2-4] 지각된 혜택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분야 지각된 혜택의 유형

Keller(1993) 소비자의 혜택지각
기능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징적 혜택

Peter& Olsen(1994) 소비자의 혜택지각
기능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인 혜택

Lai(1995) 소비자의 혜택지각

기능적 혜택, 사회적 혜택,

정서적 혜택, 지적 혜택,

심미적 혜택, 유희적 혜택,

상황적 혜택, 전체론적 혜택

유동술, 김홍근(2016) 기능성 건강식품
기능성 추구혜택, 서비스

추구혜택, 심리적 추구혜택

이현주(2017) 유기농

환경적 혜택, 운송/폐기물과

관련된 혜택, 건강상 혜택,

도덕적 혜택, 심리적 혜택

HE JIANAN(2019) 유기농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

도덕적 혜택, 상징적 혜택
Kirubaharan

Boobalana(2021)
유기농 심리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박정자 외(2021) 육가공식품
영양성, 편리성, 고급성,

경제성

홍희숙, 고애란(2009) 웰빙의류상품
사회적 혜택, 실용적 혜택,

심미적 혜택

김수진 외(2015)
그린제품

(LED조명)

기능적 편익, 환경적 편익,

자기 온정적 편익,

자기 표현적 편익
강송은, 황조혜(2019) 지속가능한 패키지 환경적 혜택, 건강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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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

1) 지각된 위험의 개념 및 유형

지각된 위험의 개념은 처음으로 Bauer(1960)에 의해 제기되어 이는 소

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consequence)’

의 개념을 포함하며 “소비자의 어떤 행동이 그가 확실성 있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임은순, 이영주, 김성희,

2009).

Cox & Rich(1964)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계획된 구매가

자신의 구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항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을 지각하며 제품에 내재된 요인, 브랜드, 구매장소와 구매방식 등에 따

라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의 양이 구매 목표의 중요성과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에 달려 있다고 주

장하였다. 구매 목표의 중요성은 특정 목표의 달성에 수반되는 가치와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구매 목표 달성에 수반된 비용 중에 경제적 비용

은 가장 잘 논의되는 위험 요소이지만 그 외에 시간손실, 자아손실 등

위험도 지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Taylor(1974)는 Bauer(1960)와 Cox & Rich(1964)의 주장과 같이 지각

된 위험의 개념은 불확실성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지각된 위험을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the outcome)’

과 ‘결과로 발생한 영향의 불확실성(uncertainty about the consequence)’

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결과의 불확실성은 제품을 선택할 때 해

당 제품은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로

발생한 영향의 불확실성은 만약 제품이 결함이 있다면 해당 결함이 다른

사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의 위험은 모두 선택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잠재적인 손

실의 개념으로 보아 사회적/심리적 손실과 기능적/경제적 손실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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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험은 불확실성으로 간주하는 이전 선행연구와 달리 Peter &

Ryan(1976)은 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만 지각된 위험을 정

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각된 위험을 기대와

손실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구매 결과로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용을 지각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박민지, 손상희

2015).

지각된 위험은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따라 여러 하위차원으로 분류

되었다. Roselius(1971)는 소비자가 지각된 위험을 감소하고자 취하는 전

략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는 지각된 위험은 시간 손실(time loss), 위해

손실(hazard Loss), 자아 손실(ego Loss), 금전 손실(money loss)로 구성

하였다. Jacob과 Kaplan (1972)는 지각된 위험을 경제적 위험(financial

risk), 성과적 위험(performance risk), 신체적 위험(physical risk), 심리

적 위험(psychological risk),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세분화하였다.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혜택과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Roselius(1971)와 Jacob와 Kaplan (1972)이 제시

한 분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대상은 각각 다

른 특성을 가지므로 지각된 위험의 하위차원을 수정하여 다르게 구성한

실증연구도 볼 수 있다(김재겸, 2021).

지각된 위험은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행동의도, 만족도, 신뢰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실증

된 바가 있다.

2) 지각된 위함에 관한 선행연구

지각된 혜택과 같은 맥락으로 비건푸드는 윤리적 제품으로 볼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식품, 친환경과 윤리적 소비행동에 있어서 지

각된 위험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분야를 살펴보면 건강음식에 대한 위험지각에 따른 구매의도

차이를 연구한 임은순 외(2009)는 재정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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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사회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을 건강음식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재정

적 위험으로 건강음식의 가격 적중성과 구매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측정

하였고, 성과적 위험으로 입맛에 잘 맞는지와 건강음식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신체적 위험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지, 사회적 위험

은 직장이나 가족과의 식사자리 분위기와 잘 맞는지, 시간손실 위험은

건강음식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이 해당

한다. 연구결과, 재정적 위험은 지속구매의도, 일반음식보다 건강음식을

구매하겠다는 것과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것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성과적 위험은 지속구매의도, 일반음식보다 건강음식을 구매하겠다는 것,

신체적 위험은 타인추천과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것, 시간손실 위험은 지

속구매의도와 일반음식보다 건강음식을 구매하겠다는 것, 건강음식의 만

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현, 정유경(2015)

은 에스닉 푸드에 대한 위험지각을 연구하였는데, 에스닉 푸드에 대한

위험지각은 시간손실 위험, 금전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과 선택후회 위험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 선택후회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에스닉 푸드를 선택 시 예상한 맛과

다를까 봐 가장 우려한다고 볼 수 있다.

로컬푸드의 구매에 관련하여 박예슬 외(2015)는 로컬푸드의 선택동기

와 시장환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연구에서 로컬푸드의 시장장애는 시

장의 접근성, 정보부족과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제시하였다.

그중에 로컬푸드 구매에 있어서 높은 가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

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태경과 양재장(2016)는 로컬푸드의 지

각된 위험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로컬푸

드의 지각된 위험을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경제적 위

험,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에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재구매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

제적 위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 로컬푸드가 비싼 만큼 소비자들

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꼽았다.

양성범(2015)은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친환경농산물의 만족과 구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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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지각된 위험을 사회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총 4가지 세부요인으로 분류했다. 연구

에 의하면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위험을 줄임

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구매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Kushwaha 외(2019)는 소비가치와 혁신저항이론

을 바탕으로 89개의 유기농 소비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유기농 소비의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 유기농에 대한

태도,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벽을 사용장벽, 가치장벽,

위험장벽, 전통장벽과 이미지 장벽으로 나누었다. 사용장벽은 낮은 다양

성, 접근성과 부족한 정보와 편의성이 포함되고 가치장벽은 시간과 높은

가격이 있다. 위험장벽은 라벨, 인증 기관, 생산과정, 인증서의 진위에 대

한 의심이 해당하고 전통장벽은 감각적 단서, 단축된 유통기한, 습관, 기

존 제품에 대한 만족감, 지식 부족 등이 있으며 이미지 장벽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회의, 유기농과 일반음식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포

함된다.

친환경이나 윤리적 제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소정, 이은정

(2015)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의류제품에 대한 위험지각은 사회적 위험,

의복관리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위험은 타인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 등으로 느끼는 위험을 의미하고, 의복관리 위험은 세

탁으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 등을 말하며 경제적 위험은 불량품을 받거나

수선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위험감소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위험감소행동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위험을 더 높게 지각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인태(2020)는 지각된 위험은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 자동차와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지각된 위험으로서 성능

위험과 충전 위험을 살펴보았고, 이 두 가지의 지각된 위험은 모두 만족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

된 위험을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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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적 위험’의 차원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5] 지각된 위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분야 지각된 혜택의 유형

Roselius(1971) 소비자의 위험지각
시간 손실, 위해 손실, 자아

손실, 금전 손실

Jacob와 Kaplan

(1972)
소비자의 위험지각

경제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임은순 외(2009) 건강음식

재정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

고진현, 정유경(2015) 에스닉 푸드

시간손실 위험, 금전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선택후회 위험

박예슬 외(2015) 로컬푸드

시장의 접근성, 정보부족,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양재장(2016) 로컬푸드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양성범(2015) 친환경농산물
사회적 위험, 성과적 위험,

신체적 위험, 시간적 위험
Shiksha Kushwaha

외(2019)
유기농

사용장벽, 가치장벽, 위험장벽,

전통장벽, 이미지 장벽

박소정, 이은정(2015) 친환경 의류 제품
사회적 위험, 의복관리 위험,

경제적 위험
이인태(2020) 친환경 자동차 성능 위험, 충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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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와 구매의도

1) 태도의 개념

Allport(1967)에 따르면 태도는 경험을 통해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Fishbein & Ajzen(1980)는 신념은 한 객체(object)와 이를 가진 속성

(attribute)과 연결한 결과이고 태도는 행동적인 신념(behavioral belief)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형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적 신념은 개

인이 주관적으로 특정 행동을 한 후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며 결

과 평가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생긴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미한다. 즉, 이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좋은 태도

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반응을 내린 학습된 경향이며 소비자 행

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이다(Fishbein & Ajzen, 1980).

태도는 주로 감정(affect)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태도를 세 가지의 하

위요소인 인지적(cognitive) 요소, 감정적(affective) 요소, 행동 의욕적

(conative) 요소로 보는 관점이 있다(김호석, 2011). 인지적 요소란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이고, 감정적 요소란 특정 대

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말하며, 행동 의욕적 요소는 특

정 대상에 대한 행동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태

도를 주로 감정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 인지적 요소는 태도의 선행요

인, 행동적 요소는 태도의 결과요인으로 보아 태도를 감정적인 요소로만

개념화하였다(이학식 외, 2006). 태도는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있

어서 중요한 변수로서 식품소비, 친환경이나 윤리적 소비에도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여 적용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건푸드의 태도를 ‘소

비자가 비건푸드에 대한 호의적과 비호의적인 반응과 평가’로 정의하였

고, 이를 구매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 29 -

2) 구매의도의 개념

의도란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예상된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을 가리킨다(Engel &

Blackwell, 198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도를 ‘무엇을 하고

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즉, 의도는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의 계획이나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연구 대상에

따라 행동의도, 사용의도, 지속사용의도, 구매의도, 재구매의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구매의도란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Ajzen & Fishbein(1980)은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행동

을 하려는 정도이고 이는 실제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

다. 즉, 소비자가 특정 행동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실제로 해당 행동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많은 연구는 실제 행동을 검증하

기 어려우므로 의도를 행동의 예측변수로 사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건푸드의 구매의도를 ‘소비자가 향후 비건푸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계

획이나 의향’으로 정의하였다.

4. 태도와 구매의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에 의하여 신념이 생김

으로써 태도가 형성되고, 태도를 바탕으로 구매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행동을 이루기 전에 속성신념(attribute belief) - 태도

(attitude) -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

다(박광환, 2008).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지각된 혜택은 제품 구매 시 긍

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말하며 이는 결과에 대한 긍정

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각된 위험은 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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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말하며 이는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민지, 손상희, 2015). 이러

한 맥락으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은 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이들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희강 외(2013)는 윤리적 패션소비에

대한 혜택 및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에서 지각된 혜택을 외부 지향적이면서 이타적인 사회적 기여 혜택지각,

외부 지향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회적 이미지 혜택지각과 내부 지향적

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개인적 혜택지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혜택

지각이 윤리적 패션소비 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기여 혜택 지각은 윤리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모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즉, 사회나 환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

는지에 따른 혜택지각은 윤리적 패션 소비 추진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험지각으로는 재무적 위험 지각과 기능적 위험 지각을

제시하였다. 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재무적 위험은 유의하게 조절하였는

데, 이는 재무적 위험지각이 높은 소비자가 윤리적인 패션 제품에 대한

태도가 높아짐에 따른 구매의도가 낮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적

위험지각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지, 손상희(2015)는 소비자의 혜택 및 위험 지각이 중고유아용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경제적 혜택과

심리사회적 혜택은 모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금전적인 비용의 절감과 심리적인 만족감은 중고제품 구매

의 동기나 혜택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위험지각을

거래위험, 제품위험과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분류하였다. 위험지각 중 기

능적 위험으로 볼 수 있는 제품위험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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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외(2020)는 대체육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된 혜택과 지각

된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건강적 혜택

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 건강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옥(2020)의 연구에서는 대체

육에 대한 인식, 수용태도와 수용의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대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은 모두 수용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겸(2021)은 전기자

동차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혜택은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지각된 위험

중에 재무적 위험은 부(-)의 영향이 아닌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때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위험이나 장벽으로 여기지 않고 전기자동차 이용

시의 필요한 대가로 본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한편, 태도와 구매의도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여러 선

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비건푸드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유진, 김태희, 2020 ; 이나금, 2021 ; 이서현,

2021 ; Miguel 외, 2020 ; Martinelli & De Canio, 2021). 이유진, 김태희

(2020)의 채식 레스토랑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밀레

니얼 세대의 소비자가 채식 레스토랑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나금 외(2021)는 비건푸드의 구

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치는 태도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서현(2021)은 계

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체식제품의 구매행동을 연구한 결과,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경우 모두 태도가 높아질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태도나 구

매의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태도를 매개로 간접

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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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살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련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조사도구의 구성에 대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드 구매현황을 알아보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태도와 구매

의도의 수준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건푸

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과관계와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차이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의 구매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위험,

태도와 구매의도의 수준과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위험

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태도는 지각된 혜택과

위험, 구매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양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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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

동물복지 혜택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성과적 위험

태도 구매의도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의 안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비자학 석사학위 소지자 3명과 소비자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검토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를 같이 조사하

기 때문에, 한국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한국어와 번체 중국어를 모두 능

통한 번역가를 통해서 중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소비자학 분야의 전문

가가 아닌 번역가에게 의뢰해서 역 번역을 실시함으로써 대만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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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2월 19

일까지 한국과 대만 소비자를 각 60명으로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저해하

거나 연구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

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는 비건푸드를 알고 있거나 구매경험이 있는 20대부터 50대 이

상인 한국과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나라 간의 지역적 인

프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또는 대만 수도권(타이베이시, 신베이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

비자만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과 연령 분포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당표집을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한

국 자료는 리서치 전문기업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2년 3

월 8일부터 2022년 3월 12일까지 총 41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대만

자료는 리서치 전문기업 ‘YOHO-LILIN’에 의뢰하여 2022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총 426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작성

된 설문지를 제거하여 한국은 총 405부, 대만은 총 420부로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비건푸드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비건푸드를 ‘동물에서 유래된 모든 성분을 포함하지 않

은 식품’으로 정의하였으며, 전혀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야채는 본 연구

에서 말하는 비건푸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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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건푸드의 구매현황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매

의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1년 간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

매현황을 조사하였다.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경험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나누

었다.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현재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매빈

도, 월 구매금액, 식품 지출액 중 비건푸드가 차지하는 비중, 구매경로,

구매품목과 구매 관련 정보 획득 방법에 대해서 단일선택 혹은 복수선택

의 질문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비건

푸드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복수선택의 문제로 설문하였다.

3) 지각된 혜택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은 건강

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적 혜택’은 ‘비건푸드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점을 줄 것이라고 지각

하는 혜택의 정도’로, ‘자기표현 혜택’은 ‘비건푸드를 구매하면 나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로, ‘환경적 혜

택’은 ‘비건푸드를 구매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로, ‘동물복지 혜택’은 ‘비건푸드를 구매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첸첸·

최지호(2015), 이현주(2017), 강송은(2019), HE JIANAN(2019), 안소현

(2020), 이화옥(2020), Boobalan·Sivakumaran(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총 20개의 설문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리커

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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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위험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경제

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으로 분

류하였다. ‘경제적 위험’은 ‘비건푸드를 구매 시 다른 식품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로, ‘건강적 위험’은 ‘비

건푸드를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

험의 정도’로, ‘사회적 위험’은 ‘비건푸드의 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형태에 대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로, ‘시간적 위험’은 ‘비건푸드를 구

매하기 위하여 걸릴 시간에 대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로, ‘성과적 위

험’은 ‘비건푸드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고재윤·정미란(2006), 임은순 외(2009),

문희강 외(2013), 황태경·양재장(2016), 김혜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24개의 설문문항을 ‘1=전혀 그렇

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리

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5) 태도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바탕으로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는 ‘비건푸드에

대해서 호의적과 비호의적인 반응과 평가’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Ajzen&Fishbein(1980), 이유진·김태희(2020), 이나금(2021)의 연구를 참고

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4개의 설문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6) 구매의도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의도’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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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비건푸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첸

첸·최지호(2015), 이나금(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총 5개의 설문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

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3-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3-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비건푸드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점을 줄 것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

자기표현 혜택
비건푸드를 구매하면 나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

환경적 혜택
비건푸드를 구매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것

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

동물복지 혜택
비건푸드를 구매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할 것

이라고 지각하는 혜택의 정도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비건푸드를 구매 시 다른 식품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

건강적 위험
비건푸드를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

사회적 위험
비건푸드의 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형태에

대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

시간적 위험
비건푸드를 구매하기 위해 걸릴 시간에 대하여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

성과적 위험
비건푸드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

태도
비건푸드에 대해서 호의적과 비호의적인 반응과

평가

구매의도 소비자가 향후 비건푸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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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지 구성 항목

구분 변수 문항수 척도 참고문헌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5

리커트

척도

첸첸·최지호(2015)

이현주(2017), 강송은(2019)

HE JIANAN(2019)

안소현(2020), 이화옥(2020)

Boobalan·Sivakumaran(2021)

자기표현 혜택 5

환경적 혜택 5

동물복지 혜택 5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4

리커트

척도

고재윤·정미란(2006)

임은순·이영주·김성희(2009)

문희강·추호정·

박혜선·백은수(2013)

황태경·양재장(2016)

김혜진(2019)

건강적 위험 5

사회적 위험 6

시간적 위험 5

성과적 위험 4

태도 4
리커트

척도

Ajzen·Fishbein(1980)

이유진·김태희(2020)

이나금(2021)

구매의도 5
리커트

척도

첸첸·최지호(2015)

이나금(2021)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종교,

직업, 가구원수,

반려동물유무,

개인소득, 식단

10
명목척도

비율척도
--

구매현황

구매경험여부,

구매빈도, 월

구매비용, 월평균

구매금액, 식품

구매금액 중

비건푸드 구매금액

비중, 구매 식품

종류, 구매경로,

구매정보

8
명목척도

비율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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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지각된 혜택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혜택은 건강적 혜택, 자기표

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3], [표 3-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3-3] 한국 소비자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

1 2 3 4
환경적혜택2 .820 .291 .207 .186
환경적혜택5 .814 .306 .154 .136
환경적혜택3 .813 .320 .272 .140
환경적혜택4 .798 .350 .188 .118
환경적혜택1 .735 .313 .211 .272
동물복지혜택3 .277 .833 .232 .168
동물복지혜택5 .360 .775 .247 .152
동물복지혜택2 .365 .763 .167 .200
동물복지혜택4 .286 .724 .325 .163
동물복지혜택1 .390 .696 .273 .078
자기표현혜택4 .075 .100 .822 .087
자기표현혜택2 .248 .276 .813 .032
자기표현혜택3 .255 .302 .812 .003
자기표현혜택5 .124 .127 .794 .140
자기표현혜택1 .326 .383 .638 .118
건강적혜택3 .177 .131 .068 .834
간강적혜택4 .121 .112 .061 .807
건강적혜택1 .062 .106 .076 .805
건강적혜택2 .015 .212 -.003 .745
건강적혜택5 .262 -.028 .136 .590
요인명 환경적혜택 동물복지혜택 자기표현혜택 건강적혜택
고유값 4.117 3.812 3.609 3.224
분산비율 20.586 19.062 18.043 16.121
누적분산비 20.586 39.648 57.690 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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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의 요인분석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적 혜택의 Cronbach's α값

은 한국이 0.836, 대만이 0.828로, 자기표현 혜택의 Cronbach's α값은 한

국이 0.898, 대만이 0.872로, 환경적 혜택의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942, 대만이 0.906으로, 동물복지 혜택의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929, 대만이 0.877로 나타났다. 모두 요인이 Cronbach's α값이 0.8 이상

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요인

1 2 3 4
동물복지혜택3 .806 .193 .020 .209
동물복지혜택4 .735 .185 .158 .235
동물복지혜택5 .721 .217 .242 .264
동물복지혜택2 .705 .252 .224 .218
동물복지혜택1 .699 -.041 .171 .432
자기표현혜택4 .068 .821 .138 .170
자기표현혜택5 .122 .737 .149 .223
자기표현혜택3 .306 .703 .231 .294
자기표현혜택2 .318 .677 .226 .299
자기표현혜택1 .435 .439 .320 .356
건강적혜택3 .196 .173 .795 .128
간강적혜택4 .118 .243 .778 .156
건강적혜택1 .114 .163 .749 .112
건강적혜택2 .089 -.003 .708 .252
건강적혜택5 .244 .413 .540 .040
환경적혜택4 .353 .202 .152 .763
환경적혜택3 .332 .335 .153 .718
환경적혜택1 .275 .281 .259 .711
환경적혜택2 .337 .391 .244 .604
환경적혜택5 .419 .321 .231 .592
요인명 동물복지혜택 자기표현혜택 건강적혜택 환경적혜택
고유값 3.831 3.321 3.230 3.220
분산비율 19.154 16.605 16.148 16.102
누적분산비 19.154 35.759 51.907 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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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에 관한 설문문항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한국 대만

건강적

혜택

비건푸드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0.836 0.828

비건푸드는 내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비건푸드는 몸에 좋은 것 같다.

비건푸드는 나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

비건푸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표현

혜택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내가 환경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0.898 0.872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환경 보호

나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비건푸드를 구매할 때 나의 친구들이 내가 환경 보호나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나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다.

환경적

혜택

비건푸드의 구매는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0.942 0.906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는 기후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는 탄소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는 오염수준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복지

혜택

비건푸드의 구매는 동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0.929 0.877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과 관한 윤리적 문

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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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위험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6], [표 3-7]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3-6] 한국 소비자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

1 2 3 4 5
사회적위험4 .832 .143 .126 .110 -.003
사회적위험6 .794 .207 .147 .141 -.015
사회적위험2 .763 .168 .258 .003 .114
사회적위험1 .762 .127 .215 .046 .107
사회적위험5 .731 .083 .212 .186 -.046
사회적위험3 .539 .099 .016 .132 .212
시간적위험4 .101 .826 .055 .135 .108
시간적위험5 .103 .826 -.033 .191 .086
시간적위험3 .134 .822 -.007 .154 .095
시간적위험2 .184 .812 .093 .084 .088
시간적위험1 .241 .680 .169 .139 .050
건강적위험4 .141 .045 .827 .067 .022
건강적위험3 .168 .012 .815 .063 -.042
건강적위험2 .136 .068 .796 .164 .027
건강적위험5 .189 .112 .752 .082 .014
건강적위험1 .186 -.015 .655 .292 -.076
성과적위험2 .151 .153 .176 .845 .074
성과적위험1 .092 .193 .121 .814 .010
성과적위험3 .232 .248 .197 .724 .138
성과적위험4 .153 .311 .418 .512 .167
경제적위험2 .046 .063 -.055 .027 .835
경제적위험1 .032 .115 -.066 -.002 .827
경제적위험3 .034 .105 -.019 .049 .769
경제적위험4 .132 .054 .114 .131 .594
요인명 사회적위험 시간적위험 건강적위험 성과적위험 경제적위험
고유값 3.711 3.556 3.493 2.501 2.498
분산비율 15.462 14.815 14.555 10.422 10.406
누적분산비 15.462 30.277 44.832 55.254 6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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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요인분석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위험의 Cronbach's α값

은 한국이 0.763, 대만이 0.784로, 건강적 위험의 Cronbach's α값은 한국

이 0.863, 대만이 0.836으로, 사회적 위험의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872, 대만이 0.876으로, 시간적 위험의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882,

대만이 0.882로, 성과적 위험의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839, 대만이

0.894로 나타났다. 모두 요인이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요인

1 2 3 4 5
사회적위험6 .817 .071 .167 .145 .088
사회적위험5 .782 -.021 .179 .224 .007
사회적위험4 .753 .155 .219 .240 .038
사회적위험1 .633 .291 .368 .091 .034
사회적위험2 .628 .278 .379 .077 .002
사회적위험3 .564 .186 .241 .271 .090
시간적위험3 .112 .832 .093 .174 .152
시간적위험4 .125 .822 .150 .133 .137
시간적위험5 .100 .772 .046 .098 .171
시간적위험2 .089 .761 .099 .216 .197
시간적위험1 .284 .599 .092 .349 .167
건강적위험2 .171 .218 .794 .171 -.016
건강적위험4 .249 .047 .766 .192 -.005
건강적위험1 .196 -.011 .710 .221 .089
건강적위험3 .336 -.022 .690 .199 .030
건강적위험5 .204 .283 .574 .136 -.050
성과적위험2 .216 .183 .226 .804 .092
성과적위험3 .217 .263 .230 .776 .082
성과적위험1 .209 .208 .299 .758 .003
성과적위험4 .268 .244 .221 .717 .162
경제적위험2 -.096 .214 -.058 .039 .834
경제적위험1 -.060 .147 -.059 .101 .821
경제적위험3 .156 .102 .066 -.047 .784
경제적위험4 .185 .173 .092 .192 .602
요인명 사회적위험 시간적위험 건강적위험 성과적위험 경제적위험
고유값 3.651 3.572 3.284 3.004 2.555
분산비율 15.213 14.883 13.682 12.516 10.648
누적분산비 15.213 30.095 43.777 56.293 6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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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위험에 관한 설문문항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한국 대만

경제적

위험

비건푸드는 다른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다.

0.763 0.784
비건푸드는 전체적으로 비싼 것 같다.

비건푸드는 내 소득(용돈)에 비해 비싼 것 같다.

비건푸드는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

건강적

위험

비건푸드는 나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

0.863 0.836

비건푸드는 신체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 같다.

비건푸드는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건푸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롭지 않을 것 같다.

비건푸드는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할 것 같다.

사회적

위험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동료와 회식시 분위기나 목적에 잘

어울리는지 우려된다.

0.872 0.876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친구나 가족과 식사 시 분위기나 목

적에 잘 어울리는지 우려된다.
비건푸드를 같이 먹는 사람이 비건푸드를 좋아할지 걱정

된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내가 단체에서 혼자 튈까봐 우려된

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가식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우려된

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우려된

다.

시간적

위험

비건푸드를 구매할 때 다른 식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

릴 것 같다.

0.882 0.882

비건푸드와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비건푸드 판매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추가적인 시간

사용이 필요할 것 같다.
비건푸드의 영양정보를 알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할 것 같다.
비건푸드의 생산방법 및 관련정보를 알려면 추가적인 시

간 사용이 필요할 것 같다.

성과적

위험

비건푸드가 나의 입맛에 잘 맞을지 우려된다.

0.839 0.894
예상보다 비건푸드의 맛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비건푸드는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까봐 걱정된다.
비건푸드는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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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의 신뢰도

태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909, 대만이

0.846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문항

4) 구매의도의 신뢰도

구매의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한국이 0.928, 대

만이 0.890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의도에 관한 설문문항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한국 대만

태도

비건푸드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0.909 0.846
비건푸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변수 문항
Cronbach's

alpha
한국 대만

구매의도

나는 비건푸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0.928 0.890

나는 비건푸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정보를 찾아볼 의향이 있다.

나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비건푸드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나는 비건푸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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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25.0

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다음

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과 각 변수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

석을 실시하고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련 변수의 집단

간 차이와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련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Duncan 's Multiple Range Test 로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넷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실시하며,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에 의하여 제안된 SPSS Process Macro의 모형4를

이용하여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 국가 간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요인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구조적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Chow-tes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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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한국 405명, 대만 42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다음 [표 3-11]과 같다. 성별은 한국의 경우, 남성 201명(49.6%), 여성

212명(50.5%)과 대만의 경우, 남성 212명(50.5%), 여성 202명(49.5%)으로

골고루 표집하였다.

연령은 한국의 경우, 20대 100명(24.7%), 30대 103명(25.4%), 40대 100

명(24.7%), 50대 이상 102명(25.2%)과 대만의 경우, 20대 106명(25.2%),

30대 115명(27.4%), 40대 98명(23.3%), 50대 이상 101명(24.0%)으로 유사

한 비율로 배치하였다.

학력에 있어서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명(11.6%), 대학교 졸업/

재학 331명(76.8%), 대학원 졸업/재학 47명(11.6%), 대만은 고등학교 졸

업 이하 72명(17.1%), 대학교 졸업/재학 301명(71.7%), 대학원 졸업(재

학) 47명으로 양국은 모두 대학교 졸업/재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각 학력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혼자 194명(47.9%), 기혼자 211명

(52.1%), 대만은 미혼자 217명(51.7%), 기혼자 203명(48.3%)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한국의 경우, 무교 224명(60.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

고 개신교/기독교 126명(31.1%) 그 뒤를 이어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

35명(8.6%)으로 적은 비율로 차지하였다. 대만의 경우, 무교 196명

(46.7%),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 189명(45.0%)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

났으며 신교/기독교 35명(8.3%)으로 적게 차지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도교와 이슬람교로 응답한 소비자가 없었고, 대만에서는 이슬람교 한 명,

기타 종교로 응답한 소비자가 모두 대만 현지종교 일관도(一貫道)로 응

답하였다.

직업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기타(취직 중이나 은퇴)의 비율이 양국은

각각 49명(12.1%)과 22명(5.2%)으로 양국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

국의 경우 관리/사무/전문직을 종사하는 응답자가 215명(53.1%)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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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만의 경우 판매/서비스/기술/생산직을 종사하

는 응답자가 180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모두 3인 이

상인 가구가 각각 274명(67.7%)과 326명(77.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의 경우 1인 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하여 더 많이 조사되는 반면에 대만은

2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거나 키워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한국

조사대상자 중에 221명(54.6%), 대만 조사대상자 중에 259명(61.7%)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려동물 키워 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대만

이 한국에 비하여 좀 더 높았다.

개인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의 소득 수준과 환율을 고려하여 저,

중, 고 소득층의 3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소득 수준의 분류 기준은 한

국과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개인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제시한 저, 중, 고소득 층 계산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 한국

의 경우 저 소득층은 월 200만 원 이하로, 중 소득층은 월 200만 원 이

상부터 월 400만 원 이하까지로, 고 소득층은 월 400만 원 이상으로 설

정하였다. 대만의 경우 저 소득층은 2만 5,000 대만달러 이하로, 중 소득

층은 2만 5,000 대만달러 이상부터 7만 5,000 대만달러 이하까지로, 고

소득증은 7만 5,000 대만달러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모두 중 소득층의 비율이 각각 167명(41.2%)과

314명(7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에 비하여 중

소득층의 비율이 훨씬 많았고, 37명(8.8%)만 고소득층에 해당하였다. 한

국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평소에 어떠한 식단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한국은 채식지향적이라고 답

한 응답자가 56명(13.8%), 대만은 응답자가 157명(37.4%)으로 나타나 대

만이 한국보다 채식지향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실제 한

국과 대만 전체 채식인구의 비율 차이는 3~5배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양

상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49 -

[표3-11] 한국과 대만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환율은 1TWD=40KWR로 계산

특성 구분
빈도(%)

한국 대만

성별
남성 201(49.6) 212(50.5)

여성 204(50.4) 208(49.5)

나이

20대 100(24.7) 106(25.2)

30대 103(25.4) 115(27.4)

40대 100(24.7) 98(23.3)

50대 이상 102(25.2) 101(2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11.6) 72(17.1)

대학교 재학/졸업 311(76.8) 301(71.7)

대학원 재학/졸업 47(11.6) 47(11.2)

혼인상태
미혼 194(47.9) 217(51.7)

기혼 211(52.1) 203(48.3)

종교

무교 244(60.2) 196(46.7)

개신교/천주교 126(31.1) 35(8.3)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 35(8.6) 189(45.0)

직업

학생/기타 49(12.1) 22(5.2)

관리/사무/전문직 215(53.1) 154(36.7)

판매/서비스/기술/생산직 46(11.4) 180(42.9)

주부/자영업/프리랜서 95(23.5) 64(15.2)

가구원수

1인가구 74(18.3) 27(6.4)

2인가구 57(14.1) 67(16.0)

3인가구 이상 274(67.7) 326(77.6)

반려동물

양육경험

있다 221(54.6) 259(61.7)

없다 184(45.4) 161(38.3)

개인소득

(월)

저소득
*200만원 미만/2.5 만대만달러 미만

92(22.7) 69(16.4)

중소득
*200-400만원 미만/2.5-7.5만대만달러 미만

167(41.2) 314(74.8)

고소득
*400만원 이상/7.5만대만달러 이상

146(36.0) 37(8.8)

식단
일반 식단 349(86.2) 263(62.6)

채식지향적인 식단 56(13.8) 157(37.4)

합계 405(100) 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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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

련 연구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제 1 절에

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2 절에서

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매의도의 수

준을 알아보았고, 양국 간에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 3 절에는 한국

과 대만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 상대적 영향력과

한국과 대만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 1 절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을 파악한다. 먼

저 소비자 최근 1년 간 비건푸드의 구매경험 유무를 통해서 구매경험자

와 비경험자를 나누었다. 구매경험자를 대상으로 먼저 비건푸드의 구매

빈도, 월 구매금액과 전체 식품 구매금액 대비 비건푸드 구매금액 비중

을 알아보았다. 그다음은 비건푸드를 자주 구매하는 경로, 비건푸드 중

자주 구매하는 품목과 비건푸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비건푸드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

도 알아보았다.

1. 비건푸드 구매경험 유무

최근 1년간에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경험 유무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한국 조사대상자 중의 54.5%는

구매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대만 조사대상자 중의 80.0%는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경험은 대만이 한국보다 더 많

고 이는 대만에서 비건푸드 시장이 한국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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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1]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경험 유무

2. 비건푸드 구매경험자의 구매행태

비건푸드 구매경험자의 구매행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표 4-2]와 같

이 나타났다.

우선 비건푸드 구매빈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비건푸드를 한 달에

1~2번 또는 3개월에 1번 미만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개월에 1~2번, 2주에 1번과 일주일에 최소 1번의 순으

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한 달에 1~2번 비건푸드를 구매한다는 응답자

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최소 1번 정도 비건푸드를 구매한다

는 응답자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2주에 1번, 3개월에 1번

과 3개월에 1~2번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빈도의 경우, 대만이

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건푸드의 월평균 구매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월 만 원 이상~5

만 원 이하로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고, 월 만

원 이하의 비중이 30%로 그 뒤를 이었다. 대만의 경우도 월 만 원 이

상~5만 원 이하로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비중이 47.9%로 가장 많았고, 월

만 원 이하와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의 비중이 동일하게 14.9%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구매금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5.47만

원, 대만은 7.89만 원으로 나타나 대만의 월 평균 구매금액 역시 한국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식품 구매금액 중 비건푸드의 구매비용 비중의 경우, 한국과 대

구분
빈도(%)

한국 대만

구매경험

있다 220(54.3) 336(80.0)

없다 185(45.7) 84(20.0)

합계 405(100) 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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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모두 0~20%로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78.2%, 대만은 59.5%로 모두 절반 이상 차지하였다. 하지만 전체

적인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식품 구매금액 대비 비건푸드

구매금액 비중이 대만은 좀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양국의 조사대

상자 중에 대만은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더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건푸드를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49.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로 이용

하는 응답자가 30.9%로 그 뒤를 이었다. 대만의 경우 일반 음식점과 대

형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각각 40.2%와 40.1%로 가장 많

아 비슷한 비율로 차지하였다.

자주 구매하는 비건푸드 종류를 살펴보면 한국은 과자 및 베이커리류

24.9%, 대체육 20.0%, 간편 식품 18.6%의 순으로 다른 비건푸드 종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만은 대체육

23.5%, 과자 및 베이커리류 19.5%, 음료 및 식물성 유제품류 18.3%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건푸드의 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 35.0%, 주변 권유 및 입소문

24.1%, 소셜네트워크 22.7%로 나타났으며 대만의 경우, 주변 권유 및 입

소문 56.8% 절반 이상의 비중으로 차지하였다. 한국은 주로 온라인에서

비건푸드 관련 정보를 획득한 반면 대만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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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행태

항목 구분
빈도(%)

한국 대만

구매빈도

일주일에 최소 1번 20(9.1) 101(30.1)

2주에 1번 24(10.9) 68(20.2)

한 달에 1~2번 65(29.5) 109(32.4)

3개월에 1~2번 46(20.9) 28(8.3)

3개월에 1번 미만 65(29.5) 30(8.9)

월평균

구매금액

1만원 이하 66(30.0) 50(14.9)

1만원 이상~5만원 이하 113(51.4) 161(47.9)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29(13.2) 50(14.9)

10만원 이상~15만원 이하 3(1.4) 24(7.1)

15만원 이상 9(4.1) 51(15.2)

월평균구매금액(단위:만원) 5.47만원 7.89만원

전체 식품

구매금액 대비

비건푸드

구매금액 비중

0%~20%미만 172(78.2) 200(59.5)

20%~40%미만 38(17.3) 88(26.2)

40%~60%미만 7(3.2) 25(7.4)

60%~80%미만 3(1.4) 15(4.5)

80%~100%미만 - 8(2.4)

비건푸드

구매경로

일반 음식점 24(10.6) 135(40.2)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108(49.1) 140(40.1)

온라인 쇼핑몰 68(30.9) 15(4.5)

편의점 3(1.4) 8(2.4)

백화점 3(1.4) 3(0.9)

친환경 식품 판매전문점 13(5.9) 31(9.2)

기타 1(0.5) 4(1.2)

합계 220(100) 3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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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없는 이유

비건푸드를 구매한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3]과 같

이 나타났다. 해당 질문은 복수응답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맛이

없을 것 같아서’에 답한 비율이 26.3%,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가 16.4%

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맛이 없을 것 같아서가 24.1%의 응답

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20.7%, 영양섭취가

불균형할 것 같아서 19.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주 구매하는

비건푸드 종류

(복수응답)

대체육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83(20.0) 187(23.5)

과자 및 베이커리류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103(24.9) 155(19.5)

음료 및 식물성 유제품류

(치즈, 요거트 등)
64(15.5) 146(18.3)

냉동 식품

(만두, 어묵 등)
35(8.5) 81(10.2)

간편 식품

(샐러드, 햄버거, 도시락 등)
77(18.6) 88(11.1)

소스 및 양념류 23(5.6) 49(6.2)

라면 2(0.5) 86(10.8)

기타 - 4(0.5)

합계 414(100) 796(100)

비건푸드

관련 구매정보

획득 방법

주변 권유 및 입소문 53(24.1) 191(56.8)

매장 판매원의 설명이나

매장에서 시음
31(14.1) 41(12.2)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 77(35.0) 47(14.0)

전통적인 대중매체 9(4.1) 25(7.4)

소셜네트워크 50(22.7) 32(9.5)

합계 220(100) 3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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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

한국 대만

맛이 없을 것 같아서 85(26.3) 35(24.1)

영양섭취가 불균형할 것 같아서 38(11.8) 28(19.3)

구매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35(10.8) 19(13.1)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4(32.2) 23(15.9)

비건이라고 하면 주변에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4(1.2) 7(4.8)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53(16.4) 30(20.7)

기타 4(1.2) 3(2.1)

합계 323(100)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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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와

구매의도 관련 요인의 수준 및 차이

본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

매의도 수준 및 차이를 알아보고, 각 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매의도의 수준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1.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의 수준 및 차이

1)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차이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의 수준과 차이는 다음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평균 3.15점, 대만 소

비자의 구매의도는 평균 3.62점으로 나타나 모두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구매의도 수준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가 한

국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차이

*p<.05, **p<.01, *** p<.001 에서 유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각각 한국이 54.3%, 대만이 80%로 25%의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구매경험자에 한하여 구매의도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한

구 분
구매의도

t값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405 3.15 0.85
-8.666

대만 420 3.62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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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표 4-5]와 나타나듯이, 한국은 평균 3.57점, 대만은 평균 3.80점으

로 모두 구매의도의 수준이 높은 편이고, 대만이 한국에 비하여 구매의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경험자의 구매의도 차이

*p<.05, **p<.01, *** p<.001 에서 유의

2)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건푸드 구매의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의도의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한국

소비자의 경우 성별, 학력, 반려동물 양육경험 유무,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소비자의 비건푸

드 구매의도가 여성에 비하여 낮고 보통 3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유진과 김태희(2020)의 채식 레스토랑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

이 남성보다 태도와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졸업/재학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

매의도가 대학원 졸업/재학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경험

이 없는 소비자 간의 구매의도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검

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

/기타(취업준비생, 은퇴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가 관리/사무/전문직보다

낮게 나타나 보통 3점 이하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건푸드가 일

반 식품에 비하여 가격이 높아 개인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구 분
구매의도

t값
N 평균(M) 표준편차(SD)

한국 220 3.57 0.63
-4.342

대만 336 3.8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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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만 소비자의 경우 학력,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

의도가 대학원 재학/졸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도교

/이슬람교/기타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

교와 기타 종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 현지 종교 일관도

(一貫道)신도들이 채식 위주의 경향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주의할 만한 것은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모두 연령과 소득에 따

라 비건푸드의 구매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가치소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건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보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연령 간의 차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비건푸드의 소비는 윤리적인 소비로 볼

수 있는데, 허은정(2011)의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

도의 관련요인 분석 연구에서도 연령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윤리적 상품

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소

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하은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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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건푸드 구매의도 차이

*p<.05, **p<.01, ***p<.001 에서 유의

변수 구분
구매의도

한국 대만
M D M D

성별
남성 2.89 3.65
여성 3.40 3.61
t값 -6.306 0.584

연령

20대 3.06 3.58
30대 3.23 3.66
40대 3.09 3.55

50대 이상 3.20 3.72
F값 0.954 1.16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7 ab 3.81 a
대학교 재학/졸업 3.23 a 3.62 ab
대학원 재학/졸업 2.81 b 3.43 b

F값 6.329  4.086

혼인상태
미혼 3.16 0.97 3.60 0.69
기혼 3.15 0.72 3.66 0.76
t값 0.125 -0.913

가구형태

1인 가구 3.16 3.62
2인 가구 3.09 3.53

3인 이상 가구 3.16 3.65
F값 0.161 0.745

반려동물

양육경험

있다 3.27 3.66
없다 3.01 3.58
t값 3.174  1.119

직업

학생/기타 2.92 b 3.54
관리/사무/전문직 3.25 a 3.69

판매/서비스/기술/생산직 3.00 ab 3.61
주부/자영업/프리랜서 3.13 ab 3.55

F값 2.676 0.742

개인소득

저소득 2.99 3.68
중소득 3.14 3.61
고소득 3.26 3.66
F값 2.997 0.274

종교

무교 3.07 3.51 b
개신교/천주교 3.31 3.49 b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 3.12 3.77 a
F값 3.196 7.368 

합계 405명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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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

태도의 수준 및 차이

1)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차이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수준 차이는 다음 [표 4-7]와 같이 분석된다. 먼저 지각된 혜택

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은 모든 요인이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은 대만이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에 있어서는 한

국과 대만은 모두 경제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의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위험은 한국 평균 3.18점, 대만 평균 2.95점, 성과적 위험

은 한국 평균 3.41점, 대만 평균 3.22점으로 한국은 사회적 위험과 성과

적 위험 지각은 대만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평균 3.51점, 대만은 평균 3.75점으로 한국은 대

만에 비하여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수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구매의도 수준 차이 분석과 같이 추가로 구매경험자를 한정하여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태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가 [표 4-8]에서 나타난 듯이, 지각된 혜택

중에 동물복지 혜택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지각된 위험

중에 사회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매경험자의 태도는 양국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

인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위험을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대만은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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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의도 관련요인 차이

*p<.05, **p<.01, ***p<.001 에서 유의

[표 4-8]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경험자의 구매의도 관련요인

차이

*p<.05, **p<.01, ***p<.001 에서 유의

변수
평균(표준평차)

t값
한국 대만

건강적 혜택 3.46(0.64) 3.55(0.60) -2.179

자기표현 혜택 3.31(0.79) 3.49(0.73) -3.352 

환경적 혜택 3.54(0.84) 3.74(0.72) -3.625  

동물복지 혜택 3.55(0.88) 3.85(0.68) -5.393  

경제적 위험 3.71(0.54) 3.76(0.59) -1.314

건강적 위험 2.81(0.84) 2.85(0.76) -0.804

사회적 위험 3.18(0.82) 2.95(0.80) 4.097  

시간적 위험 3.65(0.72) 3.63(0.72) 0.300

성과적 위험 3.41(0.79) 3.22(0.89) 3.049 

태도 3.51(0.71) 3.75(0.61) -5.076  

합계 405명 420명

변수
평균(표준평차)

t값
한국 대만

건강적 혜택 3.61(0.58) 3.64(0.57) -0.570

자기표현 혜택 3.43(0.76) 3.54(0.74) -1.735

환경적 혜택 3.66(0.80) 3.78(0.73) -1.794

동물복지 혜택 3.67(0.85) 3.89(0.69) -3.121 

경제적 위험 3.71(0.52) 3.74(0.59) -0.638

건강적 위험 2.61(0.80) 2.72(0.74) -1.753

사회적 위험 3.15(0.82) 2.86(0.80) 4.037  

시간적 위험 3.57(0.73) 3.56(0.72) 0.185

성과적 위험 3.29(0.80) 3.07(0.88) 2.846 

태도 3.76(0.60) 3.86(0.57) -1.860

합계 220명 3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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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대만 소비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태도의 차이를

살려보면 다음 [표 4-9]와 [표 4-10]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혜택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의 경우 건강적 혜택은 성별, 개인소득,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개인소득은 고소득자인 경우, 종

교는 개신교/천주교인 경우에 건장적 혜택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혜택은 성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인 경우에 자기

표현 혜택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환경적 혜택은 성

별, 학력, 직업, 학력,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인 경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인 경우에 환경적 혜택은

더 높게 보였으며, 직업은 판매/서비스/기술/생산직이 다른 직업에 비하

여 낮게 나타났다. 종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으나 사후

검정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물복지 혜택은 성

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인 경

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인 경우에 동물복지 혜택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의 경우 환경적 혜택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성별은 남성인 경우에 환경적 혜택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위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의 경우 경제적 위험은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인 경우에 경제적 위험은 더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적 위험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인 경우에 건강적 위험은 더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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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위험은 성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시간적 위험은 성별, 종교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인 경우 시간

적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보였고, 종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후점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과적 위험

은 성별,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인 경우,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인 경우에 성과적 위험은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의 경우 경제적 위험은 혼인상태와 개인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 개인소득은 저소득과

중소득인 경우에 경제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적 위험

은 혼인상태, 가구원 수,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 가구원 수는 1인의 경우, 종교는 개신교/천

주교인 경우에 건강적 위험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회적 위험은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기타(취업준비생, 은퇴자)인 경우에 사회적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적 위험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적 위험은 나이, 혼인상태,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는 20대와 40대인 경우, 혼인상태는 미

혼인 경우, 종교는 개신교/천주교인 경우에 성과적 위험은 더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성별, 학력,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은 여성인 경우, 학력은 대학교 졸업/재학인 경우, 종교는 개신교/천주교

인 경우에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의 경우 성별,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인 경우,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인 경우에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종교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 조사대상자 내에 집단

간 차이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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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건푸드에 대한 혜택 및 태도 차이

변수 구분
태도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 동물복지 혜택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성 3.30 3.82 3.37 3.60 3.15 3.56 3.32 3.86 3.27 3.89
여성 3.73 3.69 3.55 3.50 3.48 3.42 3.76 3.62 3.83 3.81
t값 -6.461 2.175 -2.833  1.622 -4.209 1.919 -5.551 3.420  -6.759 1.184

나이

20대 3.56 3.73 3.37 3.55 3.41 3.53 3.47 3.71 3.54 3.82
30대 3.56 3.76 3.48 3.58 3.34 3.50 3.54 3.74 3.59 3.79
40대 3.41 3.68 3.47 3.51 3.30 3.41 3.48 3.66 3.41 3.86

50대 이상 3.55 3.83 3.51 3.56 3.22 3.52 3.67 3.85 3.67 3.93
F값 1.075 1.115 0.992 0.225 1.029 0.581 1.180 1.233 1.550 0.87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4 b 3.85 3.38 3.62 3.05 b 3.55 3.46 ab 3.80 3.49 a 3.96

대학교

재학/졸업
3.58 a 3.75 3.50 3.54 3.38 a 3.49 3.60 a 3.74 3.62 a 3.84

대학원

재학/졸업
3.27 b 3.65 3.28 3.51 3.14 ab 3.43 3.23 b 3.64 3.17 b 3.73

F값 5.981  1.480 2.711 0.662 4.974  0.403 4.146 0.691 5.799  1.675

혼인

상태

미혼 3.55 3.75 3.43 3.57 3.37 3.51 3.47 3.72 3.54 3.84
기혼 3.48 3.76 3.49 3.53 3.27 3.48 3.62 3.76 3.56 3.86
t값 0.975 -0.103 -0.896 0.742 1.242 0.436 -1.641 -0.577 -0.257 -0.236

가구

형태

1인가구 3.51 3.58 3.48 3.44 3.32 3.19 3.52 3.65 3.55 3.73
2인가구 3.46 3.66 3.30 3.55 3.35 3.44 3.46 3.57 3.57 3.71
3인이상가구 3.53 3.79 3.48 3.55 3.31 3.53 3.56 3.78 3.55 3.89
F값 0.269 2.195 1.820 0.480 0.074 2.931 0.362 2.502 0.016 2.291

반려

동물

있다 3.57 3.76 3.49 3.58 3.37 3.51 3.53 3.75 3.62 3.84
없다 3.46 3.73 3.41 3.51 3.24 3.47 3.55 3.71 3.47 3.85
t값 1.554 0.364 1.241 1.107 1.656 0.577 -0.250 0.543 1.660 -0.157

직업

학생/기타 3.52 3.57 3.33 3.57 3.37 3.70 3.52 a 3.92 3.56 3.86
관리/사무/

전문직
3.57 3.81 3.48 3.59 3.35 3.56 3.56 a 3.80 3.59 3.89

판매/서비스/

기술/생산직
3.32 3.75 3.34 3.54 3.07 3.43 3.22 b 3.68 3.25 3.84

주부/자영업/

프리랜서
3.51 3.68 3.52 3.49 3.32 3.43 3.66 a 3.71 3.62 3.78

F값 1.513 1.385 1.533 0.436 1.740 1.566 2.970 1.297 2.165 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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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에서 유의

개인

소득

저소득 3.52 3.70 3.41 b 3.57 3.18 3.54 3.54 3.81 3.53 3.88
중소득 3.50 3.77 3.38 b 3.55 3.30 3.48 3.53 3.71 3.57 3.84
고소득 3.53 3.70 3.58 a 3.55 3.33 3.52 3.55 3.84 3.55 3.84
F값 0.068 0.472 4.194 0.033 0.050 0.272 0.023 0.896 0.093 0.083

종교

무교 3.47 ab 3.65 b 3.41 ab 3.49 3.31 3.41 3.47 3.65 3.52 3.79
개신교/

천주교
3.65 a 3.73 ab 3.58 a 3.61 3.34 3.52 3.69 3.79 3.63 3.90

불교/도교/

이슬람교/

기타

3.40 b 3.86 a 3.36 b 3.60 3.28 3.57 3.49 3.82 3.52 3.89

F값 3.196 5.825  3.635 1.660 0.109 2.520 3.082 2.623 0.647 1.182
합계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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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건푸드에 대한 위험 차이

변수 구분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성과적 위험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성 3.70 3.76 3.01 2.89 3.34 3.02 3.72 3.65 3.55 3.21
여성 3.72 3.77 2.61 2.81 3.03 2.88 3.57 3.62 3.27 3.25
t값 -0.381 -0.254 5.032 1.038 3.830 1.852 2.088 0.454 3.639 -0.500

나이

20대 3.72 3.78 2.86 2.84 3.28 3.02 3.60 3.68 3.39 3.37 a
30대 3.75 3.75 2.69 2.90 3.08 2.96 3.64 3.57 3.42 3.24 ab
40대 3.71 3.76 2.91 2.94 3.24 2.95 3.65 3.60 3.46 3.29 a

50대 이상 3.67 3.76 2.78 2.74 3.14 2.88 3.70 3.69 3.38 3.08 b
F값 0.370 0.055 1.301 1.302 1.209 0.545 0.337 0.789 0.209 2.9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5 3.79 2.67 2.81 2.99 3.07 3.68 3.68 3.39 3.06

대학교

재학/졸업
3.71 3.77 2.79 2.86 3.20 2.94 3.64 3.62 3.38 3.25

대학원

재학/졸업
3.71 3.70 3.04 2.89 3.24 2.87 3.69 3.66 3.60 3.39

F값 0.138 0.392 2.545 0.193 1.557 1.054 0.133 0.238 1.599 2.215

혼인

상태

미혼 3.76 3.82 2.78 2.94 3.17 3.00 3.67 3.68 3.41 3.34
기혼 3.67 3.70 2.84 2.76 3.20 2.90 3.63 3.58 3.41 3.11
t값 1.707 2.121 -0.732 2.455 -0.364 1.228 0.576 1.524 0.075 2.700 

가구

형태

1인가구 3.76 3.85 2.63 3.21 a 3.16 3.22 3.73 3.78 3.40 3.50
2인가구 3.70 3.80 2.75 2.96 ab 3.23 2.89 3.61 3.66 3.32 3.30
3인이상가구 3.70 3.75 2.86 2.80 b 3.18 2.94 3.63 3.61 3.43 3.19
F값 0.319 0.534 2.461 4.443 0.119 1.755 0.586 0.720 0.510 1.723

반려

동물

있다 3.73 3.77 2.76 2.83 3.19 2.98 3.66 3.60 3.42 3.22
없다 3.68 3.75 2.86 2.89 3.18 2.91 3.64 3.68 3.40 3.24
t값 0.923 0.361 -1.243 -0.871 0.123 0.842 0.294 -1.034 0.199 -0.236

직업

학생/기타 3.68 3.67 2.80 3.05 3.20 3.36 a 3.51 3.78 3.35 3.44
관리/사무/

전문직
3.70 3.73 2.87 2.84 3.17 2.88 b 3.64 3.63 3.38 3.28

판매/서비스/

기술/생산직
3.70 3.79 2.83 2.89 3.31 2.93 b 3.82 3.62 3.66 3.18

주부/자영업/

프리랜서
3.76 3.80 2.66 2.72 3.15 3.05 b 3.65 3.63 3.38 3.17

F값 0.390 0.582 1.332 1.332 0.471 2.727 1.425 0.338 1.83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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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에서 유의

개인

소득

저소득 3.78 3.78 a 2.82 2.74 3.13 3.11 3.64 3.53 3.42 3.15
중소득 3.73 3.79 a 2.75 2.86 3.17 2.90 3.73 3.65 3.41 3.23
고소득 3.65 3.53 b 2.87 3.02 3.23 3.08 3.56 3.63 3.40 3.34
F값 1.912 3.149 0.704 1.693 0.373 2.443 2.105 0.850 0.008 0.592

종교

무교 3.72 ab 3.81 2.85 2.84 b 3.25 3.00 ab 3.72 3.69 3.46 ab 3.33 ab
개신교/

천주교
3.64 b 3.66 2.71 3.32 a 3.05 3.18 a 3.49 3.72 3.25 b 3.51 a

불교/도교/

이슬람교/

기타

3.89 a 3.74 2.89 2.78 b 3.25 2.86 b 3.66 3.55 3.61 a 3.07 b

F값 3.182 1.222 1.339 7.720  2.608 3.008(0.05) 4.351 2.172 4.254 5.962 

합계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405명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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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차이

본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인식이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었

고, 인식과 구매의도 간에 태도를 통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

저 인구통계학 특성,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위험을 독립변수로,

태도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은 인구통계학 특

성, 지각된 혜택과 위험, 태도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11]과 같이 성별, 학력, 직업, 개인소득, 종교, 반려동물 양육 경

험,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이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 수정된 R제곱의 변화량

은 57.3%, R제곱의 설명력은 약 60.0%(F=21.832, p<.001)로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여성과 대학교 재학/졸업은 비건

푸드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 중에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 동물복지 혜택은

비건푸드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소비자는 비건푸드가 자신의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지각할수

록, 비건푸드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가

환경과 동물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

도가 더 좋아진다. 반면, 지각된 위험 중에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성

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태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 소비자는 비건푸드의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의 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형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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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일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가 더 비호의적이다.

2)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학력, 직업, 개인소득, 종교, 반려동물 양육 경험, 가구원 수와 같

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각된 혜택 및 위험과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 수정된 R제곱의 변화량은 [모

델 1]이 45.7%(F=14.098, p<.001), [모델 2]가 62.3%(F=25.726, 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은 독립변수로 구매의

도는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델 1]의 R제곱의 설명력은 약 49.2%

(F=14.09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여성과 반려동물 양육 유경험자는 비건푸드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

중에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은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

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

각된 위험 중에 건강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

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다음은 태도를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모델 2]의 R제곱의 설명력

은 약 64.8%(F=25.72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여성과 반려동물 양육 유경험자는 비

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가 투입된 후 지각된 혜택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졌고 지각된 위험

중에 성과적 위험만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

다. 태도는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 소비자는 비건푸드가 자신의 기대를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바건푸드우의 구매의도가 낮아지고,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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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와 구매의도 영향요인

*p<.05, **p<.01, ***p<.001 에서 유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태도
구매의도

(Model 1)

구매의도

(Model 2)
B  B  B 

(상수) 1.588 1.339 .158

일반적

특성

성별 .108 .076 .218  .129 .138 .082

연령

(20대=0)

30대 -.084 -.051 .058 .030 .120 .062

40대 -.123 -.075 .001 .000 .092 .047

50대이상 -.044 -.027 .128 .066 .161 .083

결혼 유무(미혼=0) -.078 .055 -.175 .103 -.117 .069

학력

(고졸=0)

대학재학/졸업 .160 .095 .125 .062 .006 .003

대학원재학/졸업 .145 .065 .004 .001 -.104 -.039

소득

(저소득=0)

중소득층 -.021 -.014 .044 .026 .060 .035

고소득층 .023 .015 .173 .098 .157 .089

직업

(학생/

기타=0)

관리/사무/전문직 .090 .064 .259 .153 .192 .113
판매/서비스/

기술/생산직
.087 .039 .293 .110 .228 .085

주부/자영업/

프리랜서
-.043 -.025 .047 .023 .078 .039

종교

(무교=0)

천주교/개신교 .038 .024 .052 .028 .024 .013
불교/도교/

이슬람교/기타
-.024 -.010 .114 .038 .132 .044

반려동물양육(무경험=0) .056 .039 .204  .120 .163  .096

가구원수

(1인가구=0)

2인 가구 .094 .046 .097 .040 .027 .011

3인 이상 가구 .101 .067 .124 .069 .049 .027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235   .211 .275   .207 .100 .075

자기표현 혜택 .083 .092 .130 .121 .069 .064

환경적 혜택 .167   .197 .147 .146 .023 .022

동물복지 혜택 .184   .228 .087 .091 -.050 -.052

지각된

위함

경제적 위험 .043 .032 .014 .009 -.017 -.011

건강적 위험 -.132  -.155 -.126 -.125 -.028 -.028

사회적 위험 -.088 -.102 .006 .005 .071 .069

시간적 위험 .053 .054 .000 .000 -.039 -.033

성과적 위험 -.107  -.119 -.229   -.213 -.149  -.139

태도 .744   .624

  .600 .492 .648

수정된   .573 .457 .623

F값 21.832   14.098   25.726  

Durbin-Watson 1.94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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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경로모형

한국 소비자의 경로모형은 [표 4-11]을 바탕으로 [그림 4-1]과 같이

유의미한 관계로만 구성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4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4-1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자기표현 혜택을 제외하여 모든 경

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의 경로모형

[표 4-12]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요인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건강적 혜택→태도→구매의도 .1750 .0447 .0928 .2682

자기표현 혜택→태도→구매의도 .0615 .0328 -.0021 .1279

환경적 혜택→태도→구매의도 .1243 .0362 .0545 .1978

동물복지 혜택→태도→구매의도 .1371 .0432 .0562 .2247

건강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978 .0332 -.1672 -.0352

사회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656 .0274 -.1200 -.0132

성과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795 .0329 -.1449 -.0143

자기표현 헤택

건강적 헤택

환경적 헤택

동물복지 헤택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성과적 위험

태도 구매의도
0.62   

-.14  

0.21   

0.09 

0.20   

0.23   

-.16  

-.10 
-.12  



- 72 -

[표 4-13]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각된

혜택의 경우, 모두 구매의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으나 간접효과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동물복지 혜택(=.142)의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

석되었고, 그다음은 건강적 혜택(=.132), 환경적 혜택(=.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혜택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태도를 매개하여 구

매의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성과적 위험은

직접효과(=-.134)와 간접효과(=-.074)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213으로 구매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건강적 위험

(=-.097)과 사회적 위험(=-.064)은 모두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 동물복지 혜택, 건강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은 태도를 통한 완전 매개효과, 성과적 위험은 태도를 통한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비건푸드에 대한 건강

적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을 높게 지각할수록 태도가 높아

지고 이를 매개로 구매의도가 높아진다. 반면, 비건푸드에 대한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을 지각할수록 태도가 낮아지고 이를 매매로 구매의도

가 낮아진다. 또한 성과적 위험은 지각할수록 태도가 낮아지고 매개 혹

은 직접적으로 구매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력 효과

요인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순위)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 0.132 0.132 (4)

자기표현 혜택 - - -

환경적 혜택 - 0.123 0.123 (5)

동물복지 혜택 - 0.142 0.142 (3)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 - -

건강적 위험 - -0.097 -0.097 (6)

사회적 위험 - -0.064 -0.064 (7)

시간적 위험 - - -

성과적 위험 -0.139 -0.074 -0.213 (2)

태도 0.624 - 0.6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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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

국 소비자와 같은 분석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14]과 같이 성별, 학력, 직업, 개인소득, 종교, 반려동물 양육 경

험, 가구원 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은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 수정된 R제곱의 변화량

은 58.0%, R제곱의 설명력은 약 60.6%(F=23.229, p<.001)로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는 비건

푸드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 중에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동물복지 혜택은 비건푸드 태도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가 자신의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가 동물보호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가 더 좋아진다. 반

면, 지각된 위험 중에 건강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태도에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만 소비자는 비

건푸드의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가 더 비호의적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간적 위험은 태도에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학력, 직업, 개인소득, 종교, 반려동물 양육 경험, 가구원 수와 같

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각된 혜택 및 위험과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 수정된 R제곱의 변화량은 [모

델 1]이 47.4%(F=15.501, p<.001), [모델 2]가 61.6%(F=25.946, p<.001)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각된 혜택 및 위험은 독립변수로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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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델 1]의 R제곱의 설명력은 약 50.6%

(F=15.50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는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대학원 재학/졸업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 중에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만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각된 위험 중에 건강적 위험

과 성과적 위험만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

다.

그다음은 태도를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모델 2]의 R제곱의 설명력

은 약 64.1%(F=25.94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3인 이상인 가구는 비건푸드 구매의도

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가 투입된 후

지각된 혜택 중에 건강적 혜택만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위험 중에 성과적 위험만 비건

푸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태도는 비건푸드 구

매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의 섭취는 자신의 건강에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지각할

수록, 비건푸드가 자신에 기대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건

푸드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의할 만한 것은 태도를 투입한 후 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

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호

의적인 태도 형성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이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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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와 구매의도 영향요인

*p<.05, **p<.01, ***p<.001 에서 유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태도
구매의도

(Model 2)

구매의도

(Model 3)
B  B  B 

(상수) 1.714 2.235 1.050

일반적

특성

성별 -.073 -.060 .028 .019 .078 .054

연령

(20대=0)

30대 -.016 -.011 .023 .014 .033 .021

40대 -.054 -.037 -.045 -.026 -.008 -.005

50대이상 -.074 -.051 -.028 -.017 .023 .013

결혼 유무(미혼=0) -.031 -.025 .035 .024 .057 .039

학력

(고졸=0)

대학재학/졸업 -.035 -.026 -.083 -.051 -.059 -.036

대학원재학/졸업 -.075 -.039 -.219 -.095 -.167 -.072

소득

(저소득=0)

중소득층 .039 .028 -.050 -.030 -.077 -.046

고소득층 .008 .004 .061 .024 .055 .022

직업

(학생/

기타=0)

관리/사무/전문직 .212 .167 .145 .096 -.002 -.001
판매/서비스/

기술/생산직
.190 .153 .071 .048 -.060 -.041

주부/자영업/

프리랜서
.155 .091 -.022 -.011 -.129 -.064

종교

(무교=0)

천주교/개신교 .082 .037 -.005 -.002 -.062 -.024
불교/도교/

이슬람교/기타
.088 .072 .121 .083 .060 .041

반려동물 양육(무경험=0) -.008 -.007 .042 .028 .048 .032

가구원수

(1인가구=0)

2인 가구 -.044 -.026 -.229 -.116 -.199 -.100

3인 이상 가구 -.009 -.006 -.208 -.120 -.202 -.116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287   .279 .359   .295 .160  .132

자기표현 혜택 .191   .227 .216   .217 .084 .084

환경적 혜택 .058 .068 -.022 -.022 -.062 -.062

동물복지 혜택 .132  .145 .091 .085 .000 .000

지각된

위함

경제적 위험 .035 .033 .038 .031 .014 .011

건강적 위험 -.127  -.157 -.142  -.149 -.055 -.057

사회적 위험 -.063 -.082 .029 .032 .073 .080

시간적 위험 .091 .107 .035 .035 -.028 -.028

성과적 위험 -.128   -.186 -.225   -.276 -.136   -.167

태도 .692   .585

  .606 .506 .641

수정된   .580 .474 .616

F값 23.229   15.501   25.946  

Durbin-Watson 1.84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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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소비자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경로모형

대만 소비자의 경로모형을 [표 4-14]를 바탕으로 [그림 4-2]와 같이

유의미한 관계로만 구성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PROCESS의 모델 4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4-1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모든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의 경로모형

[표 4-15]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요인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건강적 혜택→태도→구매의도 .1988 .0403 .1278 .2845

자기표현 혜택→태도→구매의도 .1325 .0347 .0678 .2056

동물복지 혜택→태도→구매의도 .0913 .0378 .0201 .1695

건강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875 .0328 -.1543 -.0253

시간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632 .0269 .0097 .1164

성과적 위험→태도→구매의도 -.0885 .0262 -.1407 -.0401

자기표현 헤택

건강적 헤택

환경적 헤택

동물복지 헤택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성과적 위험

태도 구매의도

0.13  0.28   

-.16  

0.11 

-.19   
-.18   

0.59   

0.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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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각된

혜택의 경우, 건강적 혜택은 직접효과(=.132)와 간접효과(=.163)가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0.295로 구매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쳤다. 그다음은 자기표현 혜택(=.133), 동물복지 혜택(=.08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매의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고 간접효과만 가

졌다. 하지만 환경적 혜택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성과적 위험은 직접효과(=-.167)와 간접효과(=-.109)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276으로 구매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건강적 위험(=-.092)과 사간적 위험(=.063)은 모두 간

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기표현 혜택, 동물복지 혜택, 건강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태도를 통한 완전 매개효과, 건강적 혜택과 성과

적 위험은 태도를 통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에 대한 자기표현 혜택, 동물복지 혜택

과 시간적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태도가 높아지고 이를 매개로 구매의

도가 높아진다. 반면, 비건푸드에 대한 건강적 위험을 지각할수록 태도가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구매의도가 낮아진다. 또한 건강적 혜택은 지각할

수록 태도가 높아지고 매개 혹은 직접적으로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반면

성과적 위험은 지각할수록 태도가 낮아지고 매개 혹은 직접적으로 구매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력 효과

요인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순위)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0.132 0.163 0.295 (3)

자기표현 혜택 - 0.133 0.133 (4)

환경적 혜택 - - -

동물복지 혜택 - 0.085 0.085 (6)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 - -

건강적 위험 - -0.092 -0.092 (5)

사회적 위험 - - -

시간적 위험 - 0.063 0.063 (7)

성과적 위험 -0.167 -0.109 -0.276(2)

태도 0.585 - 0.5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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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영향요인 차이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

의 총효과 순위를 [표 4-17]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17]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거푸드 구매의도 영향요인의

효과순위 비교

먼저 한국과 대만 소비자 모두 태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구매의도에 있어서 태도가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지각된 혜택의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는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 같은 이타

적인 혜택의 영향력이 더 높은 반면 대만 소비자는 건강적 혜택과 자기

표현 혜택 같은 이기적인 혜택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한국 소비자가 대만 소비자에 비하여 비건푸드를 윤리적 소비로 인식

하고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를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위험 효과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는

성과적 위험, 사회적 위험과 건강적 위험의 순으로, 대만 소비자는 성과

적 위험, 건강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 소

비자는 모두 성과적 위험이 핵심 영향 변수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하지

만 사회적 위험은 한국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요인 변수
한국 대만

효과

유무

변수

효과순위

효과

유무

변수

효과순위

지각된

혜택

건강적 혜택 + 4 + 3

자기표현 혜택 + 4

환경적 혜택 + 5

동물복지 혜택 + 3 + 6

지각된

위험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 6 - 5

사회적 위험 - 7

시간적 위험 + 7

성과적 위험 - 2 - 2

태도 + 1 + 1



- 79 -

되었다. 유태범(2012)은 한국에서 수직적인 집단주의로 인하여 식사 자

리에서 혼자 채식을 하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또한 시간적 위험은 대만 소비자의 구매의도에만 영향을 미쳐 예상과 달

리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건푸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하여

시간을 비교적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지 않고 비건푸드 구매시의 필연적인 대가로 생각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다음은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회귀모형 구조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Chow검정을 실시하였다. Chow검정은 집단별로 실시

한 회귀식의 회귀계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으로서 Chow(1960)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동일한 전략변수가 사용되는 경우 각

변수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선의 기울기 비교를 통해 파악

한다. Chow검정은 다음 식(1)과 같은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  식(1)

= 전체 집단에 대한 주조식의 잔차 제곱합

= 한국 소비자집단에 대한 구조식의 잔차 제곱합

= 대만 소비자집단에 대한 구조식의 잔차 제곱합

= 상수항으로 포함한 설명변수의 수

= 한국 소비자집단의 표본 크기

= 대만 소비자집단의 표본 크기

본 연구는 프로그램 SPSS 25.0에서 명령문으로 코딩을 통해서 F값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18]와 제시한 것처럼 태도로 종속변수를

한 경우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집단 간 회귀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매의도로 종속변수를 한 경우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집단간 회

귀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274, p<.001). 즉, 한국과

대만 국가별로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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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거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비교

*p<.05, **p<.01, ***p<.001 에서 유의

종속변수 한국 대만 Chow-test

태도

여성(+)

대학교재학/졸업(+)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

동물복지 혜택(+)

불교/도교/

이슬람교/기타(+)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동물복지 혜택(+)

시간적 위험(+)

1.108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성과적 위험(-)

건강적 위험(-)

성과적 위험(-)

구매의도

여성(+)

반려동물양육 유경험(+)

태도(+)

건강적 혜택(+)

태도(+)

2.274  

성과적 위험(-)
3인 이상인 가구(-)

성과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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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의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가 비건푸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위험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지각된 혜택은 건강적 혜택, 자기표

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으로 구성하였으며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현황

을 살펴보았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 지

각된 위험,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한국과 대만 소

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건푸드 구매경험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는 54.5%, 대만 소비자

는 80.0%가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경험은

대만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행태를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구매빈도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의 80% 이상이 한 달에 1~2번 이하로 나타난 반면

대만 소비자의 80% 이상이 한 달에 1~2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월평균 구매금액에 모두 ‘1만 원 이상~5만 원 이하’, 전체

식품 구매금액 대비 비건푸드 구매금액 비중에 모두 ‘0%~20%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적인 월평균 구매금액은 대만 소비자가 한

국 소비자보다 약 2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만의 비건푸드 시장이 한국보다 일찍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이다. 비건푸드의 구매경로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는 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대만 소비

자는 주로 일반 음식점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

다. 한국은 주로 온라인에서 비건푸드 관련 정보를 획득한 반면 대만은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주 구매하는 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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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종류로 한국 소비자는 ‘과자 및 베이커리류’, 대만 소비자는 ‘대체

육’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 소비자는 주로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

색’으로, 대만 소비자는 절반 이상 ‘주변 권유 및 입소문’으로 비건푸드

구매정보를 획득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양국의 소비자가 비건푸드의 구

매경험이 없는 이유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주로 ‘맛이 없을 것 같

아서’, ‘필요성이 못 느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영향섭취가 불균

형할 것 같아서’로 응답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비건푸드의 지각된 혜택은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의 4가지 하위 차원으

로, 비건푸드의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 건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시간적 위험, 성과적 위험의 5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며 태도와 구매

의도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

의도 관련 요인의 수준과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대만 소비자 비건

푸드의 태도와 구매의도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비건푸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만의 태도와 구매의

도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 지각된 혜택의 경우, 모든 하위 요인이 3점보

다 높게 나타났고, 대만은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대만 소비자의 혜택에 대한 지각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한국과 대만 소비자는 경제적 위험, 시간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과 대만의 비건푸

드 시장 접근성이 아직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소비자의 사회적 위험은 3점 이상으로 대만 소비자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만에 비하여 위

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결과(권인숙·나윤경·문현아,

2010)와 한국에서 수직적인 집단주의로 인하여 식사자리에서 혼자 채식

을 하는 행동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형상(유태범, 2012)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성별, 학력,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반려동물 양육경험 유

무에 따라 구매의도, 태도, 지각된 혜택과 위험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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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 소비자의 구매의도, 태도와

지각된 혜택이 모두 여성 소비자보다 낮고 경제적 위험 제외하여 지각된

위험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유진과 김태희(2020)의 채

식 레스토랑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태도와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만 소비자

의 경우,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도교/이슬람교/기타는 다른 집단에 비하

여 구매의도와 태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건강적 위험과 성과적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교와 기타 종교 중 많

은 부분을 차지한 대만 현지 종교 일관도는 계살(戒殺)과 금도(禁屠) 사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주의할 만한 것은 연령에 있어서 모든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

이다. 틸리언 프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주로 윤리적인 이

유로, 50대 이상은 건강을 위하여 채식을 하겠다는 결과가 있는데(김난

도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넷째,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총효

과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태도, 성과적 위험, 동물

복지 혜택,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 건강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의 경우,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

지 혜택은 태도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표현 혜택은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태도

를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즉, 비건푸드를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할수록, 환경과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아지고, 태도를 매개로 비건푸

드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건

강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은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비건푸드 구매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직·간

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위험과 시

간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비건푸드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로 인해서 주변 사

람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보일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수준이 낮아지고, 태도를 매개로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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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과적 위험이 직접적으로 구매의도에 미친

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건푸드의 맛과 기능은 구매여부와 직결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비건푸드는 다른 식품에 비하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한

다는 것을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태도, 성과적 위험, 건

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 건강적 위험, 동물복지 혜택과 시간적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의 경우,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과 동

물복지 혜택은 태도를 통해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비건푸드를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할수록, 비건푸드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동물복지를 증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수준

이 높아지고, 태도를 매개로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위험의 경우, 건강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은 태도를 매

개로 간접적으로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적 위험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비건푸드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할수

록, 비건푸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비건푸드에 대

한 태도 수준이 낮아지고, 태도를 매개로 비건푸드의 구매의도가 낮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소비자와 같이 대만 소비자의 성과적 위

험은 직접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건푸드의

맛과 기능은 구매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

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시간적 위험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비건푸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하여 시간을

비교적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

하기 보다는 비건푸드를 구매할 때의 필연적인 대가로 생각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만은 채식인구가 더 많고 채식문화가 일찍 확

산된 상태로서 비건푸드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

므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각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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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성별과 반려동물 양육 경험 유무가

한국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자인 경우와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비건푸드

의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허은정(2011)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

여 윤리적 상품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

아 비건푸드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

편, 3인 이상인 가구가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있어서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이상인 가구는 세대 간

의 차이로 인해 식단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기호를 맞춰야 할 가

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주의할 만한 것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태도를 투입한 후 종교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 신념이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에 있어서 종교 신념이 아

주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일곱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

과를 비교한 결과, 먼저 양국은 모두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태도가 구매의도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혜택의 효

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건강적 혜택,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

은 태도를 매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대만의 경우는

건강적 혜택, 자기표현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은 태도를 매개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각 혜택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 소비자는 대만 소비자보다 이타적 혜택인 환경적 혜택

과 동물복지 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양상을 보였고, 대만 소비자는

이기적 혜택인 건강적 혜택과 자기표현 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한국 소비자가 비건푸드의 구매를 윤리적 소비로 여기는 반면 대만

소비자는 비건푸드를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위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과 대만 소비자

모두 성과적 위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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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푸드의 구매여부는 특히 음식의 맛에 달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만은 사회적 위험

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만의 식당에서는 채식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단체활동 진행 시 채식 식단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를 확인하는 관행에 익숙하다. 이로 사회적 위험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직적인

집단주의로 인하여 식사 자리에서 혼자 채식하는 행동이 비난을 받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가로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대한 한국과 대만 소비자 간의 차이를

Chow-test로 검증한 결과, 두 나라 간의 비건푸드 구매의도 회귀모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

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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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함의

본 연구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윤리적 소비의 확산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서 비건푸드의 소비가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소비자가 실제로

비건푸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소비가치와 비건제품 구매와의 관계를

다수 고찰하였으나 실제로 소비자들의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비건푸드 소비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비건푸드에 대하여 지

각하는 혜택과 위험을 여러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

정에서 제품에 대한 기대나 느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이러한 지각들

이 제품의 구매의도를 향상시키거나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혜택

과 지각된 위험의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환경적 혜택과 동물복지 혜택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비자들이 비건푸드의 구매를 윤리적 소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표현 혜택을 통해서 식품은 단

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더불어 경제적 위험과

시간적 위험이 구매의도를 감소시키지 않다는 결과는 비건푸드 소비와

같은 윤리적 소비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감

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적 혜택과 건강적 위험이 모두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건푸드의 건강적인 효용에 대한 의견이 분

분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과 대만 소비자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각된 혜택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

의 비건푸드의 이타적인 혜택은 구매의도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에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의 이기적인 혜택은 구매의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각된 위험에 있어서 한국 소비자가 대만 소비자에 비하

여 사회적 위험을 더 느낀다는 점은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시장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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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

한 태도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였다. 이는 문화적인 측면

에서 한국과 대만 소비자의 비건푸드 태도 형성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러한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적 비건푸드 소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

는 시점에서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건푸드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우선 사회적으로

비건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 한국과 대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

는 소비자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표집된

비건푸드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비율과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대만보다 각각 약

25% 정도 적었기 때문에 구매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건푸

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매경험

이 있는 소비자와 채식주의자가 비건푸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

하므로 이러한 차이는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향후 비건푸드가 더욱 활성화되면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구매경

험이 없는 소비자나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를 구분해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면 보다 더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집단별의 소비자행

동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비건푸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비건푸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

에 따라 소비자의 비건푸드에 대한 지각된 혜택과 위험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한국의 비건푸드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다시 분

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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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한국 온라인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행태연구실 석사과정 임욱입니다.

본 설문지는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옳

고 그른 응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응답을 비밀로 보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설문

을 잘 읽어 보시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도교수 : 김난도

연구자 : 임욱

소속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비건푸드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 말하는 비건푸드란 '동물에서 유래된 모든 성분을 포함하지 않

은 식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육, 채식이나 비건 표시가 있는 냉동/

냉장 식품, 식물성 유제품류 및 음료, 과자 및 베이커리류, 소스류, 간편 식품

등이 있습니다. 전혀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야채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비건

푸드에 포함되지 않고 채식식당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행동은 또한 본 연구에

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61 ,

https://cm.asiae.co.kr/article/201911041400139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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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

1. 귀하께서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 네

(2) 아니요 (설문종료)

2. 귀하께서 비건푸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설문종료)

[설문시작]

Part 1

다음은 비건푸드 구매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비건푸드를 구매하신

경험에 근거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거나 기입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평소의 식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1) 일반 식단

(2) 채식지향 식단 (비건에서 플렉시테리언까지 모두 포함)

2. 귀하께서 최근1년 간에 비건푸드를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질문3로 이동)

(2) 없다 (계속, 질문2-1 응답 후 바로 Part2로 이동)

2-1. 귀하께서 비건푸드 구매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선

택 가능)

(1) 맛이 없을 것 같아서

(2) 영양섭취가 불균형할 것 같아서

(3) 구매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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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 비건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6)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7) 기타 ______

3. 귀하께서는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빈도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1) 일주일에 최소 1번

(2) 2주에 1번

(3) 한 달에 1~2번

(4) 3개월에 1~2번

(5) 3개월에 1번 미만

4. 귀하의 월 평균 비건푸드 구매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소수점까지

기입 가능)

_______만 원

5. 귀하의 전체 식품 지출비용 중에서 비건푸드 구입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차

지합니까?

(1) 0%~20%미만

(2) 20%~40%미만

(3) 40%~60%미만

(4) 60%~80%미만

(5) 80%~100%미만

6. 귀하께서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주된 경로나 장소는 어디입니까? (단일응답)

(1) 일반 음식점 (비건/채식 레스토랑 포함)

(2)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3) 온라인 쇼핑몰(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

(4) 편의점

(5)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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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 식품 판매전문점

(7) 기타 _______

7. 귀하께서 주로 구매하는 비건푸드 품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1) 대체육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2) 과자 및 베이커리류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3) 음료 및 식물성 유제품류 (치즈, 요거트 등)

(4) 냉동 식품 (만두, 어묵 등)

(5) 간편 식품 (샐러드, 햄버거, 도시락 등)

(6) 소스 및 양념류

(7) 라면

(8) 기타 _______

8. 귀하께서는 비건푸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단일응답)

(1) 주변 권유 및 입소문 (가족, 친구, 동료 등 포함)

(2) 매장 판매원의 설명이나 매장에서 시음

(3)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

(4) 전통적인 대중매체 (신문지, TV, 라디오, 잡지 등)

(5) 소셜네트워크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트브, 트위터, 틱톡 등)

Part2

다음은 비건푸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귀하께서 비건푸드에 대해서 느끼는 위험이나 불편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건푸드는 다른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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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푸드는 전체적으로 비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내 소득(용돈)에 비해 비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나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신체영양의 불균형을 초래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우려

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롭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동료와 회식시 분

위기나 목적에 잘 어울릴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친구나 가족과 식

사 시 분위기나 목적에 잘 어울릴지 우

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같이 먹는 사람이 비건푸드

를 좋아할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내가 단체에서 혼

자 튈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가식적인 사람으

로 보일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이용하면 까다로운 사람으

로 보일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구매할 때 다른 식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와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 판매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영양정보를 알기 위해 추가

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생산방법 및 관련정보를 알

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가 나의 입맛에 잘 맞을지 걱

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예상보다 비건푸드의 맛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혜택

을 제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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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께서 비건푸드의 혜택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건푸드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내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몸에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나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내가 환경

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나는 친구

들에게 내가 환경 보호나 동물복지

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구매할 때 나의 친구들

이 내가 환경 보호나 동물복지에 관

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나의 이미

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나의 라이

프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

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는 환경 보존에 도

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서 환경 문

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는 기후 변화 완화

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는 탄소배출량 감소

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는 오염수준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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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비건푸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

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3

다음은 비건푸드 구매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건푸드의 구매는 동물들의 불필요

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사

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생

명권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에 대

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의 구매를 통해 동물의 복

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건푸드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비건푸드를 구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비건푸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비건푸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비건푸드에 대한 구매정보를

찾아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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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해당되는 곳

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20세~29세

(2) 만 30~39세

(3) 만 40~49세

(4) 만 5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졸업

(3) 대학원 재학/졸업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무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불교

(5) 도교

(6) 이슬람교

(7) 기타 _______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6. 귀하께서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가구 구성원수는 귀하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나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비건

푸드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비건푸드를 다른 사람에게 추

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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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명

7. 귀하께서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학생

(2) 관리/사무직

(3) 전문직

(4) 판매/서비스직

(5) 기술/생산직

(6) 주부

(7) 자영업

(8) 프리랜서

(9) 기타 _______

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학생인 경우 용돈으로 응답)

(1) 월 100만원 미만

(2) 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 월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 월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 월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8) 월 700만원 이상

- 설문에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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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대만 온라인 조사 설문지

您好, 我是韓國首爾大學消費者學系消費者形態研究室的林郁

本問卷的目的是為了調查 “一般消費者對於全素食品的購買意願”，問卷裡的所有

提問皆無正確答案。

本次調查所收集到的所有資料只用於統計分析與學術研究，在此保證您所提供的資

訊不會用做於其他目的，且不會洩漏您的個人資訊給第三方，您可以放心作答。

您的回答將對本次研究有極大的幫助，將成為本研究的重要資料，因此希望您能夠

仔細閱讀每道題目，按照您平時的想法與實際情況來進行選擇。

在此非常感謝您抽出寶貴的時間參與本次的問卷調查

指導教授 : 首爾大學 消費者學系 金蘭都教授

研究者 : 首爾大學 消費者學系 林郁 碩士研究生

[關於全素食品的說明]

在本研究所闡述的全素食品指的是“不含有任何動物萃取成分所製造而成的食品”。

例如素肉(替代肉、素肉)、含有素食標誌的冷藏/冷凍食品、飲料、植物性乳製

品、餅乾、烘培品、醬料、微波食品等。完全未經加工的水果與蔬菜則不屬於本研

究的範疇。另外至素食餐廳用餐的行為也不包含在本次研究的範圍中。

[全素食品範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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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請問您目前居住在台北市或新北市嗎?

(1) 是

(2) 否 (結束問卷)

2. 請問您有聽過素食食品嗎?

(1) 有

(2) 沒有 (結束問卷)

[問卷開始]

Part 1

以下是關於全素食品購買形態的問題。請根據近期購買全素食品的經驗, 選擇或

填寫與您的想法最相近的答案。

1. 請問您平時的飲食習慣為何?

(1) 葷食

(2) 素食(全素至彈性素食皆包含)

2. 您最近一年內有購買過全素食品的經驗嗎?

(1) 有 (往第三題移動)

(2) 沒有 (請繼續作答, 作答完2-1題後請往Part2移動)

2-1. 您沒有購買過全素食品的原因為何? (可複選)

(1) 感覺不好吃

(2) 感覺會營養不均衡

(3) 感覺很難買

(4) 覺得沒有購買的必要

(5) 如果說自己買了全素食品，感覺身邊的人會以異樣的眼光看待

(6) 感覺價格很貴

(7) 其他 _______

3. 請問您一個月購買全素食品的頻率平均大約為何?

(1) 一週至少一次

(2) 兩週一次

(3) 一個月1~2次

(4) 三個月1~2次

(5) 三個月少於1次

4. 請問您一個月平均花費在全素食品的費用大約為多少台幣? ______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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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請問您在全素食品支出的費用大致佔據所有食品支出費用多少?

(1) 0% ~ 20%未滿

(2) 20% ~ 40%未滿

(3) 40% ~ 60%未滿

(4) 60% ~ 80%未滿

(5) 80% ~ 100%

6. 請問您主要購買全素食品的通路或場所為何? (單選題)

(1) 一般餐飲店 (含素食餐廳)

(2) 大賣場 (家樂福、大潤發、costco等)或中小型超市 (頂好、全聯等)

(3) 線上購物中心 (蝦皮、MoMo購物網等)

(4) 便利商店

(5) 百貨公司

(6) 綠色食品專賣店

(7) 其他 ______

7. 請問您經常購買的全素食品為何？ (複選題)

(1) 替代肉 (植物性肉, 人造肉等)

(2) 餅乾或烘培類 (麵包, 蛋糕, 冰淇淋等)

(3) 飲料或植物性乳製品類 (起司, 優酪乳等)

(4) 冷凍食品 (水餃, 魚板等)

(5) 微波或即食品 (沙拉, 漢堡, 便當等)

(6) 調味料及醬料類

(7) 泡麵

(8) 其他 ________

8. 請問您主要從哪獲取全素食品的相關資訊？(單選題)

(1) 周圍的推薦或口碑傳遞 (包括家人、朋友、同事等)

(2) 賣場銷售員的說明或在賣場試吃

(3) 自行在網上搜尋

(4) 傳統大眾媒體 (報紙、電視、廣播、雜誌等)

(5) 社群網路 (SNS:臉書、Instagram、Youtube、推特、抖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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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以下是有關全素食品認知的問題。請根據個人的實際情況, 選擇與您想法最符合

的選項。

1. 以下是關於全素食品本身所衍伸之危險或不便的相關認知問題。請根據個人

的實際情況, 選擇與您想法最符合的選項。

問卷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普通 同意 完全

同意
全素食品似乎比其他食品的價格貴 ① ② ③ ④ ⑤
全素食品整體來說似乎是貴的 ① ② ③ ④ ⑤
全素食品與我目前的收入(零用錢)相

比似乎是貴的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我無法以合理的價格購買全素

食品
① ② ③ ④ ⑤

全素食品可能會與我的體質不合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可能會導致身體的營養

不均衡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食用全素食品可能會危害我的

健康
① ② ③ ④ ⑤

長期食用全素食品對於健康似乎沒有

益處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可能會導致蛋白質攝取

的不足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在同事聚餐時食用全素食品的

話，會壞了氣氛而且和聚餐的目的不

相符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和家人或朋友吃飯時食用全素

食品的話，會壞了氣氛而且和一起吃

飯的目的不相符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一起食用全素食品的人可能會

不喜歡全素食品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食用全素食品會在團體裡太顯

眼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食用全素食品會被別人認為很

假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食用全素食品會被別人認為是

個難搞的人
① ② ③ ④ ⑤

購買全素食品時似乎要比購買其他食

品還花時間
① ② ③ ④ ⑤

若要區分全素食品與一般食品似乎得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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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以下是關於全素食品本身所產生之利益的相關認知問題。請根據個人的實際

情況, 選擇與您想法最符合的選項。

多花額外的時間
若要了解或獲取全素食品販售處的相

關資訊似乎得多花額外的時間
① ② ③ ④ ⑤

若要了解全素食品的營養資訊似乎得

多花額外的時間
① ② ③ ④ ⑤

若要了解全素產品的生產方式及相關

資訊似乎得多花額外的時間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全素食品會不合我的胃口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全素食品的味道會比我預想的

還要差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全素食品提供給我的效益會不

如預期
① ② ③ ④ ⑤

我擔心全素食品無法發揮它應有的機

能
① ② ③ ④ ⑤

問卷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普通 同意 完全

同意
食用全素食品對我的健康會有所幫助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好像不會危害我的健康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好像對我的身體是好的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好像能夠改善我的健康 ① ② ③ ④ ⑤
食用全素食品好像可以預防疾病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表現我對

環境保護或是動物福祉的關心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向朋友展

現我對環境保護或是動物福祉的關心
① ② ③ ④ ⑤

在購買全素食品時我的朋友們好像能

夠感知到我對環境保護或是動物福祉

的關心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反映我的

形象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展現我平

常的生活方式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有助於環

境的保護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改善環境

問題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有助於減

緩氣候變化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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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以下是關於全素食品態度的相關問題。請根據個人的實際情況, 選擇與您想法

最符合的選項。

Part3

以下是全素食品購買意願的相關問題。請根據個人的實際情況, 選擇與您想法最

符合的選項。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有助於減

少碳排放量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能夠有助於減

少污染水準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可以減少動物

不必要的痛苦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可以改善動物

的飼養環境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可以減少動物

生命倫理的問題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可以讓人擺脫

對於殺害動物的罪惡感
① ② ③ ④ ⑤

透過購買全素食品好像可以增進動物

的福祉
① ② ③ ④ ⑤

問卷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普通 同意 完全

同意
我對於全素食品持有好感 ① ② ③ ④ ⑤
我對於全素食品抱持肯定的態度 ① ② ③ ④ ⑤
我認為購買全素產品是有價值的 ① ② ③ ④ ⑤
我認為購買全素產品是好的 ① ② ③ ④ ⑤

問卷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普通 同意 完全

同意
我有購買全素食品的意願 ① ② ③ ④ ⑤
我購買全素食品的可能性高 ① ② ③ ④ ⑤
我有意願搜尋全素食品的購買資訊 ① ② ③ ④ ⑤
就算價格高了一點我也有意願購買全

素食品
① ② ③ ④ ⑤

我有意願向其他人推薦全素食品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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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以下是關於您個人基本資料的相關問題，請選擇符合您情況的單一選項。

1. 請問您的生理性別為何?

(1) 男性

(2) 女性

2. 請問您目前的年紀為何?

(1) 滿20-29歲

(2) 滿30-39歲

(3) 滿40-49歲

(4) 滿50歲以上

3. 請問您的最終學歷為何?

(1) 高中畢業或以下

(2) 大學在讀 / 畢業

(3) 研究所在讀 / 畢業

4. 請問您的宗教為何?

(1) 無宗教信仰

(2) 基督教

(3) 天主教

(4) 佛教

(5) 道教

(6) 伊斯蘭教

(7) 一貫道

(8) 其他 _______

5. 請問您的婚姻狀態為何?

(1) 未婚

(2) 已婚

6. 請問與您一同居住的家庭人數為多少名? (包含自己) ______名

7. 請問您是否有飼養寵物的經驗?

(1) 有

(2) 沒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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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請問您的職業為何?

(1) 學生

(2) 公司職員(管理、文書處理等)

(3) 專業人員(教師, 醫生, 律師等)

(4) 販售/服務業

(5) 技術/製造業

(6) 家庭主婦(夫)

(7) 自營業

(8) 自由業

(9) 其他 _______

9. 請問您的平均月收入為何? (學生的話, 請以一個月的生活費回答)

(1) 未滿2.5萬台幣

(2) 2.5萬以上~未滿5萬台幣

(3) 5萬台幣以上~未滿7.5萬台幣

(4) 7.5萬台幣以上~未滿10萬台幣

(5) 10萬台幣以上~未滿12.5萬台幣

(6) 12.5萬台幣以上~未滿15萬台幣

(7) 15萬台幣以上~未滿17.5萬台幣

(8) 17.5萬台幣以上

- 非常感謝您的認真作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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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Intention to Buy

Vegan Food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Lin Yu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vegan-related trends have emerged recently, interest in vegan

food is also increasing. The reason why vegan food consumption is

increasing is that value consumption and sustainable consumption

trends have been established to choose products that fit their values

or beliefs. In particular, the consumption of vegan food is not limited

to vegetarians, so it is now spreading to ordinary consumers, and

food consumption is becoming a means to express one's lifestyle

beyond just menstruation and safety need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domestic industry is moving to target

vegan food, but the market size of vegan food in Korea is still small

and in its early stag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barriers to consumers who want vegan food because of the

unclear definition of vegan food,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vegan

food has a lower taste and quality than other foods,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vegetarians. Meanwhile, Taiwan is ahead of Korea in

the degree of revitalization of the vegan food market.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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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s vegan population is more than 13% of Taiwan's total

population. Taiwan's vegetarian market was formed on the basis of

religion in the early days, and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vegan

food market since the mid-1990s before the vegan craze around the

world. The percep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of vegan food are

expected to differ due to differences in the market environment of

vegan food in Korea and Taiwan, and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can be considered to look at Korean-style vegan food consumption

behavior more obj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purchase status of vegan

food by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Next, the perception of vegan food was

divided into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to identify what each

was, and the level of variables related to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were identified. Finally, what factors influenc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and their relative influence were identifi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was

compared.

A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from the Korean

metropolitan area and the Taiwanese metropolitan area in their 20s to

50s who know or have experience of purchasing vegan food. The

survey subjects adopted allocation sampling to prevent bias in gender

and age distribution. A total of 405 samples in Korea and 420

samples in Taiwan were put into the final analysis.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study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with Duncan post hoc te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 4 of SPSS Process Macro, and Chow-Test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s.

The research results and conclus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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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was found that Taiwanese consumers had about 25%

more experience purchasing vegan food than Korean consumer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urchasing behavior of vegan foods by

consumers with purchase experience, Taiwanese consumers were

found to have higher purchase frequency and average monthly

purchase amount. Korean consumers mainly purchase vegan food

through online shopping malls and obtain purchas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hile Taiwanese consumers mainly purchase

vegan food through general restaurants and obtain purchase

information through word of mouth. The reason why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have never purchased vegan food was similar.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vel and difference of

related factors of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both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attitude

and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were three points or more,

indicating that they were positive about vegan foo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and Taiwan'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were

higher. In the case of perceived benefit, all sub-factors were higher

than 3 points, and Taiwan was higher than Korea. In the case of

perceived risk,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s financial, time and

performance risks all showed more than three points. This means

that there is still a need to improve access to the vegan food market

in Korea and Taiwan, Particularly noteworthy was that the social

risk of Korean consumers was more than 3 points,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aiwanese consumers.

Third,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attitude, perceived benefit, and perceived risk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religion and the

experience of raising pets. Specifically,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case of Korean consumers, especially in terms of gender. Mal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attitude, and perceived benefi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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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than female consumers, and the perceived risk was higher than

that of women excluding financial risk. In the case of Taiwanese

consumers, it was analyzed that Buddhism/Taoism/Muslim/Others

showed a higher level of purchase intention and attitude than other

groups and perceived lower health and performance risks.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otal effect of factors

affecting Korean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factor was in the order of attitude,

performance risk, animal welfare benefit, health benefit, environmental

benefit, health risk and social risk. In the case of perceived benefits,

health benefit, environmental benefit, and animal welfare benefi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rough attitude.

The self-expression benef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ttitude, but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attitudes did not appear. In

the case of perceived risk, health risk and social risk indirect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vegan food through

attitude, and performance risk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vegan food, but financial risk and time risk

did no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otal effect of factors affecting

Taiwa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factor was in the order of attitude, performance

risk, health benefit, health risk, animal welfare benefit and time risk.

In the case of perceived benefits, health benefits, self-expression

benefit, and animal welfare benefi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rough attitude. In the case of perceived

risk, health risk and time risk indirectly affected the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through attitude, and performance risk was

found to directly or indirectly negatively affect the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Sixth, among the control variables, gender and pet raising

experienc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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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In the case of women

and those with experience of raising pets, the purchase intention of

vegan food was higher. On the other hand, among the control

variables,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peopl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aiwa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Seventh,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ects of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it was found

that both countrie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ttitudes.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of benefits, Korean consumers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environmental benefits and animal welfare benefit,

which are altruistic benefits. On the other hand, Taiwanese

consumers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self-expression benefits and

health benefits which were egoistic benefits. Regarding the effect of

perceived risk, it was found that both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responded most sensitively to performance risk. In

addition, in Korea, social risk affected purchase intentions, but in

Taiwan, social risk did not affect purchase intentions.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with a Chow-test, the difference

in the regression model of the intention to purchase vegan food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 and the purchase of vegan products, they

could not accurately reveal consumers' perception of vegan food, and

could not properly propose ways to improve the consumption

environment by buying vegan food. To solv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by

dividing the benefits and risks perceived by consumers for vegan

food into several factor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tudy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what kind of perception consumers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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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bout vegan food.

Second, in this study, the results that environmental benefit and

animal welfare benefit affect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proved

that consumers view the purchase of vegan food as an ethical

consumption. In addition, it was demonstrated that food is recognized

as a means to express one's identity and lifestyle beyond just

physiological needs through self-expression benefit. And the result

that financial and time risks do not reduce purchase intentions means

that consumers can risk more money or time to make ethical

consumption, such as vegan food consump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both health benefit and health risk affect purchase intention

suggests that opinions on the health utility of vegan food are divided.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purchasing vegan food by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In terms of perceived benefits, Korean

consumers' altruistic benefits of vegan food had more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while Taiwanese consumers' egoistic benefits of

vegan food had a greater impact on purchase intention.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perceived risk, Korean consumers feel more social

risk than Taiwanese consumers.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the social atmosphere and market environ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conducting comparative studies,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vegan food consumption in Korea.

Fourth, since this study limited consumers living in the Korean

and Taiwanese metropolitan areas in the data colle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o all peopl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tudy results may be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consumers with

experience and non-experince in purchasing vegan food and the

proportion of vegetarians and non-vegetarians. This is because the

proportion in Korea was about 25% less than in Taiwan respectively.

If vegan food is further activated in the futur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nsumers with purchase experience and consumers



- 121 -

without purchase experience, vegetarians and non-vegetarians will be

able to derive more precise research results and understand consumer

behavior by group.

Keywords : Vegan Food,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Risks,

Attitudes, Purchase Intention, Korean and Taiwanese consumers

Student Number : 2020-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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