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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urchasing products or services, consumers tend to purchase multiple value attributes through the acquisition of

a product rather than phys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consumption valu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by dividing consumption values that would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s' actual purchase behavior into five levels. Among the consumption value factors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the functional value,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and rare value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while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value 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was not verified. These finding are partially concordant with those of preceding studies, and the consumption value

of consu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has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behavior;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companies selling fair-trade products to understand consumers' specific values. Moreover,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rand

attitude on purchase intention of customers purchasing fair-trade coffee revealed that purchase intention increased when

brand attitude was higher. These finding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easures to increase purchase intention by

targeting consumer groups with high brand attitude with intensive pro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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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

학력수준 등 인구통계적 분류에 따라 비슷한 소비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의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과시적 소비’, ‘사회적 책임’ 등 개개인의 소

비가치에 따라 매우 상이한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윤리적

소비가 대두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는 주로 환경 친화적 소

비, 사회적 의식 있는 소비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었으며

(Antil 1984),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

환경, 인권 등 윤리에 대한 개념을 제품선택 기준으로 생각

하는 윤리적 소비는 앞의 개념들보다 확대된 사회적 책임 영

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

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불공정

한 거래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된다(Kim 2013).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옥

시기업과 살충제 계란 파동, 종업원의 노동 착취 등으로 파

문이 커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저

개발국가의 커피농가를 위한 공정무역 원두를 구매하고 서

스테이너블 커피, 즉 지속가능한 커피원두를 공급하는 커피

전문점 등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

업이 크게 증가하였다(Kim et al. 2015; Moon et al. 2016).

특히 이러한 가치소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

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 소

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름다운가게, 한국

생협연합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 YMCA 등의 단체가 공정

무역 제품을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다(Huh 2011; Min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무역과 같은 윤리적 경영이 기

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수차례 보고되었으며, Moon et al.(2016)의 연구에서

도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의 환경지향성과 사회·윤리적 책임

활동은 비재무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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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트랜드모니터에서 실시한

공정무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우호적 인지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정무역

제품 중 커피(55.4%), 초콜릿(27%), 설탕(17%), 코코아

(14.5%) 등 식품의 구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Embrain 2016),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공정

무역 커피가 착한커피로 인식되면서 공정무역 커피전문점들

이 다수 등장하였다(Kim 2013; Kim & Hwang 2015;

Hong & Kim 2017).

이러한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Strong(1997)은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에 대

한 개념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설명하면서 공정무역 시장

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Wright & Heaton(2006)의

연구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윤리

적 소비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의 윤리적 수준도 함께 높

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은 학습과 규범의 변

화와 함께 계속 증가할 것이며, 차별적인 선호집단을 형성하

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비시장이라고 강

조하였다(Starr 2009). 특히 윤리적 소비에 대한 선행연구들

은 윤리적 소비자의 소비활동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Kim

2014),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윤리적 제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Bae 2016), 유기농 식품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의식에 대한 연구(Lim 2016), 윤리적 리더십이 외식기업 종

사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No 2017), 윤

리적 소비가 공공부문 제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Park

2017) 등 최근까지도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

나 공정무역 제품은 소비자의 윤리성에 의존하여 소수의 시

장만이 성장하고 있어 일반 제품과는 달리 경쟁력 확보가 어

렵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윤리적 또는 도

덕적 수준을 분석하여 윤리적 상품의 구매행동을 조사하였

으며(Harrison et al. 2005, Lee et al. 2009; You 2012),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으로 접근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Hong & Song 2010; Jung 2011; Yoon

& Yoon 2013).

소비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Sheth et al.(1991)를 시작으

로 전개되었으며 소비가치를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Babin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실용적, 쾌락적 가치로 분류하였고, Sweeny & Souter(2001)

는 품질적, 가격적, 감정적,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Holbrook(2006)은 경제적, 쾌락적, 사회적, 이타적 가치로 분

류하여 소비가치의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소비가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만족되는 것을 우선시하며, 소비에

대한 개념적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로써 소비자 개인의 사고

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구매 결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던 Sheth et

al.(1991)와 Sweeny & Souter(2001)의 소비가치를 상황적,

기능적, 사회적, 감정적, 진귀적 소비가치로 한정하였고,

Fishbein & Ajzen(1975)의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 행동에 기

초가 되는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또는 감정적 느낌을

소비가치의 5가지 요인과 함께 측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소비가치를 선행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판단하여, 윤리적 소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정무역 커피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치와 구매행동의 영

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소

비자의 소비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판

매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2017년 1월 한 달 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포된 총 271부(100%)의 설

문지 중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12명

과 SPSS 21.0(SPSS Inc., Chicago, USA) 데이터탐색을 통

해 왜도·첨도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설문지, 극단치 및 이

상치로 판별된 17부를 제외하고 총 242부(89.3%)를 최종 통

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소비가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

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Kong(2010)은 가

치관, 소비가치 및 환경의식적 행동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능적, 사

회적 가치와 태도의 인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가 친환경 제품의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Min(2012)은 소비가치를 사회적, 감정적, 진귀

적, 상황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공정무역 제품

에 대한 소비가치가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감정적 가치가 공정

무역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3)은 윤리적 외식상품을 구매

하는 고객의 소비가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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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검증 결과 기능적, 감정적, 진귀적, 상황적 가치는

윤리적 외식상품에 대한 구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감정적, 상황적 가치는 구매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2014)은 식음료 분야 사회적

기업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의 가치일치성과 사회적 기업의 상

품 구매의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소비자의 가치일치

성 요인은 기업에 대한 태도, 동일시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요

인은 소비자가 식음료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실제 구매행

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

서 사회적 기업과 고객 간의 유대감, 가치추구 및 동질감이

소비에 호의적인 태도와 높은 구매의도에 관여한다고 하였

다. Park(2015)은 윤리적 소비의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

으로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개인소비가치와 태도 및 행

동의도를 연구하여 기능적, 상황적 가치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태

도와 행동의도의 유의미적인 영향관계도 검증하였다.

Lee(2016)는 친환경식품 소비가치가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실용적, 건강지향적, 편

의적 가치와 태도 및 구매의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하

였으며, 친환경식품의 소비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의적 가치는 매개변수인 태도에 부분매개 되었으

며, 실용적 가치는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가치와

태도, 구매의도의 인과적 영향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공

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와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의 관계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

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비가치는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비가치는 공정무역 커피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공정무역 커피의 브랜

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가치에 관한 20

문항, 브랜드 태도에 관한 5문항, 구매의도에 관한 4문항, 인

구통계학적 7문항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소비가치는

Sheth et al.(1991)과 Sweeny & Souter(2001)의 연구를 바

탕으로 상황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총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태도

는 Fishbein & Ajzen(1975), Park(2015), Moon & Byun

(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매의

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Kim(2013), Jin et al.(2016)의 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데

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소비가

치,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들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소비가치와 브

랜드 태도, 구매의도의 상호관련성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분

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앞서 상관성이 입증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소비가치, 브랜드 태

도, 구매의도의 경로별 가설 채택 여부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성이 116명(47.9%), 여성이 126명(52.1%),

연령은 20대 63명(26.1%), 30대 89명(36.8%), 40대 49명

(20.2%), 50대 이상 41명(16.9%)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판

매·서비스직 49명(20.2%), 사무·관리직 35명(14.5%), 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242 %

Gender
Male 116 47.9

Female 126 52.1

Age

20-29 63 26.1

30-39 89 36.8

40-49 49 20.2

50 or more 41 16.9

Career

Sales/Service 49 20.2

Office manager 35 14.5

Professional 52 21.5

Self-employ 23 9.5

Housewife 34 14.0

Student 43 17.8

Others 6 2.5

Frequency of 

coffee shop

Almost every day 65 26.9

1-4 times a(per) month 54 22.3

5-8 times a(per) month 112 46.3

More than 5 times a(per) month 11 4.5

Coffee 

product’s 

average

monthly 

purchasing cost

Less than 10,000 won 20 8.3

10,000 to 30,000 won 54 22.3

30,000 to 50,000 won 79 32.6

50,000 to 100,000 won 62 25.6

More than 100,000 won 27 11.2

Frequency of 

fair trade 

coffee shop

Almost every day 13 5.4

1-4 times a(per) month 105 43.4

5-8 times a(per) month 99 40.9

More than 5 times a(per) month 25 10.3

Fair trade 
coffee

product’s 
average
monthly 

purchasing cost

Less than 10,000 won 19 7.9

10,000 to 30,000 won 76 31.4

30,000 to 50,000 won 100 41.3

50,000 to 100,000 won 32 13.2

More than 100,000 won 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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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 52명(21.5%), 자영업 23명(9.5%), 주부 34명(14.0%),

학생 43명(17.8%), 기타 6명(2.5%)로 나타났으며, 커피전문

점 방문빈도는 거의 매일 방문하는 응답자가 65명(26.9%), 1

개월에 1-4회 54명(22.3%), 1개월에 5-8회 112명(46.3%), 1

년에 1-5회 이하 11명(4.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커피전문점의 커피제품 구매비용은 1만원 미만 20명(8.3%),

1-3만원 미만 54명(22.3%), 3-5만원 미만 79명(32.6%), 5-10

만원 미만 62명(25.6%), 10만원 이상 27명(11.2%)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정무역 커피전문점의 방문빈도는 거의 매일 방

문 13명(5.4%), 1개월에 1-4회 105명(43.4%), 1개월에 5-8

회 99명(40.9%), 1년에 1-5회 이하 25명(10.3%)으로 조사되

었으며, 월평균 공정무역 커피제품의 구매비용은 1만원 미만

19명(7.9%), 1-3만원 미만 76명(31.4%), 3-5만원 미만 100명

(41.3%), 5-10만원 미만 32명(13.2%),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응답자가 15명(6.2%)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사용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실

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

분석에 대한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

의 Varimax 방법으로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만큼 추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은 0.4 이상의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표준형

성 적절성의 KMO (Kaiser- 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여 각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

방법으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상황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요인에서 각각 1

문항씩의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로 나타나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의 요인 정제과정을 거쳐 2개의 문항을 제거

하여 총 18개의 문항이 최종 요인분석에 적용되었다. KMO

측도는 0.86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069.906, 유의수

준은 0.000으로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분석의 타당성은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 추출결과 5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9.81%로 나타

났다. 각각의 요인명은 그 특성에 알맞게 상황적 가치, 기능

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로 명명하였

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상황적 가치 0.812,

기능적 가치 0.895, 사회적 가치 0.788, 감정적 가치 0.759,

진귀적 가치 0.811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과학분야의 실증

분석 연구에서 요구하는 신뢰도 0.70 이상을 충족하였으므

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onsumption values

Factor Details
Communalit

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Functional

Value

Fair-trade coffee is equipped with the quality acceptance standard. 0.809 0.852

6.357 17.675 0.895
Fair-trade coffee is safe. 0.762 0.785

Fair-trade coffee maintains the consistent quality. 0.703 0.775

Fair-trade coffee is beneficial to environment, human, and animal. 0.756 0.753

Rarity

Value

Fair-trade coffee has a unique. 0.665 0.781

2.265 14.174 0.811
Fair-trade coffee is fresh in image. 0.661 0.764

Fair-trade coffee always gives newness. 0.681 0.707

Fair-trade coffee arouses the curiosity. 0.643 0.680

Situational

Value

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the experience through the 

media has effects.
0.783 0.873

1.622 12.843 0.812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the provision of diverse 

special events has effects. 
0.736 0.820

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people’s recommendation has effects. 0.661 0.764

Emotional

Value

Fair-trade coffee gives satisfaction. 0.662 0.773

1.274 12.646 0.759
Fair-trade coffee makes you feel happy. 0.637 0.745

Fair-trade coffee is suitable for my taste. 0.621 0.636

Fair-trade coffee provides a comfortable feeling. 0.629 0.629

Social

Value

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I feel like being recognized 

by others.
0.770 0.858

1.050 12.475 0.788
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it is helpful to the increase 

of my image.
0.738 0.833

When purchasing fair-trade coffee, it is helpful to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0.648 0.717

Cumulative % variance=69.813 KMO=0.863 Bartlett’s test=2069.906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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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브랜드 태도에 대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KMO측도는 0.87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653.208, 유

의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9.67%, 신뢰도는 0.891로 나타나 측정항목

에 적합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구매의도를 확인

하기 위한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

며,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측도는 0.8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414.907, 유

의수준은 0.0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분산 설명력은

69.81%, 신뢰도는 0.854로 나타나 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

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3. 소비가치,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간의 상관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와 타

당도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인들 간의 상관성과 방

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

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요인이 유의수준

p<0.05 이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구성개념 간

의 상관계수 방향성이 모두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구성개

념들 간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브랜드 태도

와 구매의도(r= .963, p<0.01)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높은 상

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다음으로는 감정적 가치

와 구매의도(r= .562, p<0.01), 기능적 가치와 구매의도(r= .554,

p<0.01)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가치의 요인인 상황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를 독립변수로 한정하고, 브랜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설 1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44.4%로 나타났으

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9.479, p<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rand attitude 

Factor Details
Communalit

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Brand

attitude

 I highly evaluate the value of fair-trade coffee compared to 

other general coffee. 
0.741 0.861

3.484 69.673 0.891
I feel familiar fair-trade coffee. 0.730 0.854

I am interested in fair trade coffee. 0.718 0.848

I like fair trade coffee. 0.663 0.815

I have more interest in fair-trade coffee than general coffee. 0.631 0.794

Cumulative % variance=69.673 KMO=0.871 Bartlett’s test=653.208 Sig.=0.000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Factor Details
Communalit

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 would like to purchase a fair trade coffee preferentially. 0.737 0.859

2.792 69.805 0.854
I would like to recommend a fair trade coffee to others. 0.736 0.858

I would purchase a fair trade coffee continuously. 0.667 0.817

I would like to use a fair trade coffee when its price would increase. 0.652 0.808

Cumulative % variance=69.805 KMO=0.820 Bartlett’s test=414.907 Sig.=0.000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Means±SD

1. Situational Value 1 296±0.65

2. Functional Value 0.457** 1 3.11±0.71

3. Social Value 0.172** 0.374** 1 3.26±0.62

4. Emotional Value 0.135** 0.417** 0.423** 1 3.58±0.56

5. Rarity Value 0.267** 0.526* 0.308** 0.528** 1 3.50±0.62

6. Brand attitude 0.176** 0.509** 0.430** 0.549** 0.539** 1 3.52±0.62

7. Purchase intention 0.181** 0.554** 0.441** 0.562** 0.547** 0.963** 1 3.47±0.6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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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소비가치의 요인 중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

적 가치, 진귀적 가치는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황적 가치 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하지 못하였다.

5. 소비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가치의 요인인 상황적 가

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를 독

립변수로 한정하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가설 2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R2값은 48.3%로 나타났으

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5.981, p<0.001).

소비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인과관계는 가설 1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와 구매

의도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상황

적 가치 요인과 구매의도의 유의적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

였다.

6.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의 설명력 R2값은

92.6%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F=3025.989, p<0.001).

IV. 요약 및 결론

최근의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물리적

특성보다는 제품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수의 가치속성

을 구매하는 특징을 보이며, 특히 외식소비자의 소비행동을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consumption values and brand attitude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0.608 0.240 - 2.527 0.012

Situational Value -0.059 0.052 -0.062 -1.140 0.255

Functional Value 0.213 0.056 0.241 3.771*** 0.000

Social Value 0.168 0.055 0.167 3.060** 0.002

Emotional Value 0.288 0.067 0.259 4.291*** 0.000

Rarity Value 0.242 0.062 0.240 3.892*** 0.000

R2=0.455 ΔR2=0.444 F=39.479 p=0.000

Dependant variable: Brand attitude *p<0.05, **p<0.01, ***p<0.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onsumption values and purchase intention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0.399 0.241 - 1.653 0.100

Situational Value -0.081 0.052 -0.082 -1.557 0.121

Functional Value 0.282 0.057 0.307 4.984*** 0.000

Social Value 0.170 0.055 0.162 3.074** 0.002

Emotional Value 0.300 0.067 0.260 4.463*** 0.000

Rarity Value 0.231 0.062 0.220 3.700*** 0.000

R2=0.197 ΔR2=0.182 F=12.546 p=0.000

Dependant variable: Purchase intention *p<0.05, **p<0.01, ***p<0.001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p
B S.E. β

(constant) -0.052 0.065 - -0.807 0.421

Brand attitude 1.001 0.018 0.963 55.009*** 0.000

R2=0.927 ΔR2=0.926 F=3025.989 p=0.000

Dependant variable: Purchase intention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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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연구에서 이러한 가치성향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구매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실제 구매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소비가치를 5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여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와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나아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여 실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가치에 관한 20문항, 브

랜드 태도에 관한 5문항, 구매의도에 관항 4문항, 인구통계

학적 7문항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가치는 Sheth

et al.(1991)과 Sweeny & Souter(2001)의 연구를 토대로 상

황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총 5개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소비가치가 공정

무역 커피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확인하였다.

가설 1의 검증 결과,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

요인 중 기능적 가치(t=3.771, p<0.000), 사회적 가치(t=3.060,

p<0.002), 감정적 가치(t=4.291, p<0.000), 진귀적 가치(t=3.892,

p<0.000)는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상황적 가치 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Lee(2011), Min(2012),

Park & Yoon(2015) 등의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비가치가 브

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

정 가치를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친환

경 제품을 구매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

자는 제품의 1차적인 기능보다는 제품 구매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심리적 만족 등을 위해 소비행동을 하고 있

지만 제품의 본질적인 품질이나 기능이 일반 상품에 비해 떨

어진다면 구매력 또한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정무

역 커피 구매고객들은 품질 허용기준과 제품의 안전성에 관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특함과 이미지의 신선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획득되는 진귀적 가치를 중요

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들

은 철저하고 정확한 품질인증제도와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다

른 제품과 구별되는 다양한 원두의 종류, 상품 디자인 등을

확보함으로써 차별화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의 소비가치

요인 중 기능적 가치(t=4.984, p<0.000), 사회적 가치(t=3.074,

p<0.002), 감정적 가치(t=4.463, p<0.000), 진귀적 가치(t=3.700,

p<0.000)는 구매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상황적 가치 요인과 구매의도의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가설 1의 소비가치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공

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경우 특정 상황의 결과나

일련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의해 획득되는 효용적 가치의 중

요성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

보다 주변의 권유나 특별한 행사, 매스컴의 홍보와 같은 상

황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통

해 수입되는 커피 원두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개인의

감정적·심리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커피농가에 직접적으로 수익이

환원되는 투명한 공정거래시스템을 홍보하고, 공정무역 커피

전문점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적극적

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스토리텔링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

다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검증 결과, 공정무역 커피 구매고객

의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t=55.009, p<0.000), Cho(2013), Choi et al.(2014) 등의 선

행연구 결과와 같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가 높을수록 구매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 변수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므로 브랜드 태도가 높은 소비자 집

단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구매의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랜드 태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공

정무역 커피 제품을 일반 커피 제품에 비해 기능적, 사회적

가치 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

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을 마련하여 접

근성을 높이고, 공정무역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구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가치와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에 대한 영향적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하

여 공정무역 커피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소비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이 있으

며, 산업적 측면으로는 공정무역 커피전문의 이윤 창출과 경

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촉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

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능동적 소비자에 속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세분

화된 마케팅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정무

역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나 규범, 문화적 가치관 등이 반영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동을 구현하기 위

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공정

무역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연구의 결

과를 모든 윤리적 소비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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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공정무역 제품 중 커피 제품만을 한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다양한 연구대상에 대한 구

매행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과 소비자를 대

상으로 표본을 확보하고, 소비자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심리학적 변수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윤리

적 소비와 공정무역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제시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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