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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r trade is international trade that pays just wages, supplies stable and eco-friendly products, and suppor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nomies. This study examined consumers ‘cognition of fair trade, product
intention of fair trade products, and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We compare these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and explored variables that affect consumers’ cognition, purchase
intentions and consumer education demand. This study randomly targeted 428 adult consumers in Seoul (219)
and Beijing (209) to grasp the demand of customer education and a purchasing intention for fair trade produ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showed a low cognition of fair trade and purchase
intention, while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on concept, campaign and effect had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Chinese consumers showed a higher level of purchase intention, but a lower level of consumer
education demand for fair trade concepts. Second, a higher education level resulted in a higher cognition of
fair trade by Korean consumers and more experienced Chinese consumers had a higher cognition. Third, the
cognition of fair trade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s positively for both i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Finally, cognition and purchase intention showed positive effects of the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on concept, campaign,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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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에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증가되어 소비자들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있으
며 점차 소비자들의 관심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상품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항
생제, 유기농, 저농약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품질이 보증된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동물보호제품 사용, 에너지 절약 제품 사용 등이 소비 트렌드로 떠올랐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소비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7]. 최근에는 노동
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의 일환으로서 공정 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정무역 제품의 규모
도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다[12]. 특히 유럽 내에서는 2011년 전세계 공정무역 거래액이 49억
유로에 달하며 2010년 대비 12%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8].
Copyright © 2015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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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프

요구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이다. 주요 거래 제품은 커피, 바나나, 코

공정무역의 발전과 소비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에서 공

코아, 차, 설탕, 쌀, 꽃, 의류, 화장품, 축구공 등 수백 종에 이르

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공정무역 제

[10, 17, 22, 26]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공정무역 제품 구매행동

품만 판매하는 코너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18]. 2012년 영국

에 있어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를 분석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사용된 1,400만 명분의 식

한 선행연구[29, 34, 42]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 구입에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바나

선행연구들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 17, 22, 34,

나, 차, 커피, 초콜릿 등을 공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조달하기

36, 42]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 구매행동분석에 있어 한계

도 하였다[25].

가 있다.

한국에서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공정무역 운

그동안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관련 소비자교육 요구에 대한 연

동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연 매출 1억 이상을 기준

구를 살펴 보면 공정무역과 소비자교육을 연계시키는 연구[2, 5,

으로 약 8개 단체(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 회원단체 7곳과 비

21, 27]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

회원 단체 1곳)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체들의 2012년 기

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

준 연 매출액 총액은 약 100억 원 규모이며, 운동의 성격을 갖춘

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가 일부만 이루어진

단체들 외에도 일반 대기업(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대형마트에서

정도이다[41]. 따라서 공정무역 관련 소비자교육 요구에 대한 다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공정무역인증기관, FLO) 인

양한 이론적 접근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필요하다.

증 완제품(주로, 커피, 초콜릿 등)을 취급 중에 있으며 주요 취급

또한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자

물품은 커피, 초콜릿, 마스코바도(비정제원당), 후추, 올리브유

교육 실시를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등의 식품류와 수공예 및 의류 중심이다[8].

중국은 아시아에서 무역적으로 큰 관계를 바탕으로 투자 및 각종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에 처음으로 공정무역단체 ‘락창

민간교류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양국 교역량은 매년 증가

익(樂創益)’을 설립하였고, 아직까지는 공정무역의 도입단계이다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무역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아시아 지역

[40]. 락창익은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중국 대륙지역에서 공정무

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공정무역

역 제품 교역전(중국 현지 소수민족,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참

제품 구매의도와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에 관한 비교 연구가

석한 자리)을 만들고 공정무역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만

필요하다.

나는 활동인 소비자 탐방과 공정무역교육을 실시하였다[13]. 중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 두 나라의 소

국 광주지역에 있는 공익 기구인 녹경(綠耕)은 중국 동남지역 현

비자 측면에서의 공정무역 비교 연구는 아시아 공정무역 발전에

지 상가와 같이 community support agricultural (CSA) 형식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 홍보 등의 마

로 공정무역을 실천하며 중국 국내 여러 지역의 소농가에게 지지

케팅 활동, 그리고 소비자행동의 분석, 공정무역에 관련된 소비자

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는 공정무역 운동에 대한 관

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FLO

에서는 공정무역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아시아지역의 한국과 중국

는 최소 구매가격 자격으로 중국을 회원국에 제외시켰다. 이로 인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파악,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

해 중국 내 공정무역의 시장규모와 관련 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매의도 분석과 소비자교육 요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인 조사결과가 없는 실정이다[39].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교육 요구를 공정무역의 개념, 활동

이처럼 공정무역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

그리고 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고,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

대한 인식, 제품 구매의도와 공정무역의 개념, 활동, 효과에 대한

정무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14], 또한 공정무역에 대해 정

소비자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함을 통해 소비자

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26]. 즉 공정무역 및 공정무역 제품에

교육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실정이므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소
비자들이 공정무역과 관련한 소비자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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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각하고, 믿고, 느끼고, 기억하고 또

는 온라인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5]. Min 등

한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매우 정교한 인지시스템을 발전시

[29]의 연구에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켜 왔으며 이러한 모든 정신 상태 및 과정에 대해 우리는 ‘인식’이

제품 인식 경로 1순위는 21.8%의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7]. 인식은 공간관계와 환경 특성에 대하

한 Min 등[29]의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공정

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이미지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무역 제품 이용 품목에서 커피가 27.0%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고

환경 공간에 대한 태도를 찾기 위한 일종의 기법으로서 인식된 내

있으며 구매 품목에서도 커피가 36.2%로 가장 많이 구매되는 품

용을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 기호이다[10].

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 국제인증을 받은 공정무역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소

제품은 주로 커피, 차, 초콜릿이다. 이 제품들은 운송비가 상대적

비’를 통해 나와 연계되어 있는 지구촌의 많은 이들을 인식하고

으로 저렴하고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제품들이다. 또한 중국

이를 통해 이들과 연대하고 이들의 삶을 바꾸어 가는데 일조할 수

에서 공정무역 제품의 품질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이 젊은

있는 올바른 경제가치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는 것과 같다[2]. 또

화이트칼라 계층이다[9].

한 Lee [25]는“소비자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2.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

의식 있는 소비(conscious consumption)를 통해 사회 전체를 바

Blackwell 등[1]은 일반적으로 구매의도를 소비자의 예상된 또

꾸려고 한다”
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행동으로 경

는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

제, 무역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러한 소비자

로 옮겨질 가능성이며, ‘신념과 태도가 행동화될 주관적인 확률’

들의 지지로 공정무역 운동,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 등은 활발히

이라고 하였다. 마케팅 관리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미래 행동을 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우선 심각한 환경문제,

측하기 위해 태도와 행동 간의 중재 변수로서 의도를 사용해왔다

빈곤문제, 노동착취 문제, 그리고 불공정거래 문제 등을 인식해야

[15]. Kim 등[16]은 구매의도가 태도와 행동을 매개한다고 보았

하며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고, 소비자의 실제 구매행동은 그의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매

을 인식시켜야 한다.

의도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 이런 구매의도의

그뿐만 아니라, You 등[43]은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루어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

지 않은 행동을 측정하려고 할 경우 그 의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수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의도에 기초해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의도는 중요

공정무역 관련 기업을 공익활동이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인식하

한 변수가 된다. 둘째, 신제품의 경우 성과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

고[6],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소비자 태도 형성

려운데 그 성과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구매의도라는 변수를 이용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1]. You 등[43]은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목표시장을 ‘세분화’함에 있어 의도라는

특정활동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경우에도 소비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기업에서

자 태도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효용이 현재 소비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라 과거 소비습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

수 있다. 즉, 과거의 소비습관이 강한 경우 외부 자극의 영향력이

가를 의미하는 태도와 개별소비자의 행동 시 지각되는 사회적인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소비자 태도 형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압력 정도로써 소비자가 수행한 행동에 대해 타인들이 어떻게 인

의 제품이나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

지하는지 느끼는 정도로 설명된다. 또한 주관적 규범 및 소비자

하다.

가 제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의 구매 기회 그리고 실제 선택을 하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면,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는지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의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 이루

있다. 따라서 계획적 행동 모델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비자 태도,

어지는 판매보다는 시민 단체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다[35]. 시민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은 많은 연구에서 구매의도의

단체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강력한 예측변수로 검증되고 있다[43]. Chen [3]은 소비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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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도를 설명하는 계획적 행동 모델은 식품선택 행동에 있어서

로, 가치교육, 구매 교육, 시민의식 교육 차원의 교육 목표에 기

도 상당히 효과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며, You 등[43]의 연구

초하고 있다[24]. 소비자교육은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의 역할을

에서 유기농 식품을 대상으로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

획적 행동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으로서 소비자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선행연구에서 공정무역 구매의도에 대한 관련 변수로는 소비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33]. 소비자교육은 어릴 때부터 노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 공정

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자가 보다 인간답고 풍요롭게 생활하

무역 인식 등으로 볼 수 있다. Huh [11]는 수정된 계획 행동이론

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교육은

연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교육수준과 월평균수입

소비자의 소비생활 중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비가치를 깨닫게 도

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소비자와 교육수준이 높거

와주고, 자원관리 능력을 키워주며, 합리적인 구매능력과 소비자

나,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윤리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능

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Lee와 Jeon [22]의 연구에서는 공정무

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다[20]. 소

역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비자주권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로 키우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

해 살펴보았는데, 기업이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지가 높

시키고 효율적 시장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최

을수록 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가 기업

근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미래

의 제품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구매

소비자의 경우에 소비자교육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Hong [10]의 연구에서는 소비

[30]. 결국 공정무역은 단순히 생산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계가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

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Min 등[29]의 연구에서도

에서의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란 공정무역 개념 및 필요성, 공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정무역 운동, 공정무역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자가 공정무역 커피를

요구 정도를 의미한다.

구매할 의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었으며[15, 28, 32], 사회적 책임

한국 공정무역에 관한 소비자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공

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공정무역 의류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였고

정무역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2011학년도 특수분야 연수

[19], 이상주의 성향이 강하고 보수적 성향이 적을수록 소비자가

기관으로 선정되어 매 학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이수과

공정무역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32]. Ryu와 Lee [34]는

정’이라는 직무연수 교재를 일 천 부를 인쇄하여, 희망하는 학교

한국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정무역 제품 구매

와 시민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하였다. 연수 과목은 빈곤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기업에 대한 이

과 기후변화 등 지구촌 당면 과제에 관한 설명부터 자유무역과 공

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향후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

정무역의 역사와 현황,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혜택을 늘리는 윤리

났다고 하였다. 또한, You 등[43]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책임 지각

적 소비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관련 수업설계와 실습 등 7개로 이

이 소비자 태도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은 소득이

루어진다. 교사가 사회과 등 관련성이 큰 교과목 수업에 공정무역

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Yang 등

을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교 일상에서 공

[41]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일반 커피보다 공정무역

정무역을 실천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커피를 구매할 의사가 더 높게 나왔으며 특히 여성 소비자의 구매

[38]. 또한 Lim [27]의 연구에서 지식과 개념 이상의 가치를 포함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윤리적 도덕성이 함의된 경제교육이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고 현재 한국 소비자교육을 분석한 결과로 윤리적 소비교

3.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

육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직접적으로 교과서상에 제시된 부

교육 요구는 소비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선진국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윤

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 및 수준과 이상적인 목

리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한국 교육과정에 가치판단

적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것이다[37]. 소비자교육이란 소비자 능

의 기준이 되는 경제윤리, 소비 윤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

력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자의 역할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

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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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아직까지 별도의 전공영역으로

연구문제 1.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학, 경영학, 상업학, 법학, 사회학, 정

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는 어떠한가?

책과학, 교육학, 가정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문제 1-1.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

접근하고 있는 등, 소비자교육이 아직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

역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의 수준은 어떠한가?

은 분야이다. 그리고 소비자교육의 실천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

연구문제 1-2. 한·중 소비자에 따라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학문적 기반이 극히 빈약한 상태이다. 그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의 차이는 어

러나 중국 소비자가 변화한 시장 환경에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떠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교육이 절실히 필요

연구문제 2.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제

하기 때문에 중국 각 지방의 소비자와 경영자들은 소비자교육에

품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상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이에 참여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중국공정무역단체인 락창익은 중국 현지 소수민족, 특히 소
수민족 여성들이 참석한 자리를 만들고 공정무역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활동 등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3].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지역과 중

또한 Lee [21]는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공정무역 교육을 살펴

국의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20-50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보았고, 공정무역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무역 교육을 위한 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9월 26일까지 총 50부로 이뤄졌

재 개발이 필요함을 들면서 소비자교육은 학생들의 문제인식, 태

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

도형성과 문제해결 행동의지고취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Choi [4]의 연구에서는 커피(음식) 유통과정에 따른 세계무역을 학

온라인 방식으로 구글 독스, E-mail과 중국 문권성(問卷星)을 이

습하고 세계시민 의식의 변화나 실천의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 각각

실천에 이르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하게

250부를 배포하여 46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부실 기재한

된다면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넘어서 실천

설문지 한국 11부, 중국 21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428부(85.6%)

에 이르는 행위가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Suh [35]는 공정

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무역에 관한 소비자교육은 이를 받은 학생들에게 공정무역에 관
한 의식과 실천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

3. 분석방법

지 못한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공정무역을 알리는 역사회화 효과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분석프로그램 IBM SPSS ver. 21.0

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IBM Co., Armork, NY, USA)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코딩과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공정무역을 교육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다. 자료의 분석은 첫째, 주요 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계수를 이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와 주요 변수의 일반

연구방법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고, 한·
중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에 대한 차이를 비

1. 연구문제

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카이자승분석(c2)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개념, 활동, 효과)의 수

자교육 요구한·중 소비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

준을 살펴본 후, 한·중 소비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제

지막으로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제품

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에 대한 구매의도와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는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데 연구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실시하였다.

www.fer.or.kr

Vol.53, No.3, June 2015: 279-291 | 283

Xiao Can Chen·이승신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Factor 1
Concept
.865
.829
.808
.272
.306
.391
.342
.412
2.629
32.861
32.861

Item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f fair trade
Conception and purpose of fair trade
Necessity of fair trade
Support of fair trade
Organization of fair trade
Certification of fair trade
Effect for manufacturer or producer
Effect for consumer
Eigen value
% variance
Cumulative %

Factor 2
Campaign
.305
.344
.294
.874
.823
.658
.294
.284
2.339
29.240
62.101

Factor 3
Effect
.368
.260
.396
.182
.260
.471
.835
.805
2.027
25.337
87.438

h²
.977
.874
.896
.871
.839
.739
.900
.899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Variable
Cognition of fair trade
Purchase intention of fair trade products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Concept
Campaign
Effec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and monthly income
Use and purchase condition of fair trade products Use experience, use category, purchase experience,
purchase category, purchase place

4. 설문지 구성

No. of
items
13
4
3
3
2
6
5

Cronbach’s a
Korea
China
.878
.907
.861
.885
.751
.795
.821
.861
.812
.901
-

-

Scale
Likert 5
Likert 5
Likert 5
Likert 5
Likert 5
Nominal, interval
Nominal, interval

요구에 대한 총 8개 문항은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모든 요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 척도를 선정하고 연구

의 고육 값이 2.0 이상,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7 이상, 요인적 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우선, 공정무역 인

량이 .6 이상, 누적분산이 87.438%로 나타났다. 각 요인이 포함

식은 공정무역의 개념, 단체, 목적, 제품 등에 대한 인식을 총 13

된 문항의 내용에 의해 요인1은 공정무역’개념,’ 요인2는 공정무

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역 ‘활동,’ 요인3은 공정무역 ‘효과’로 명명하였다. 소비자의 공정

[14, 26]. 또한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는 공정무역 제품 지속 구

무역에 대한 인식과 제품 구매의도는 한 개 요인만 포함하므로 요

매계획, 구매의향, 적극적인 구매행동과 추천 행동 등에 대한 총 4

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7, 29]. 그리고

또한 주요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는 선행연구[21, 35]에 의하여 공정무

다. 모든 변수의 Cronbach’s a 계수가 .7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역 개념, 공정무역 운동, 공정무역 효과를 중심으로 총 8문항을 5

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Table 1).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결혼 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수입을
포함하였고,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에서는 이용경험, 이용

연구결과

제품품목, 구매경험, 구매제품품목과 구매장소를 알아보았다.
1. 한·중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 소비자가 219명, 중국 소비자가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요구에 대한 탐색적 요

209명이었으며, 한국 소비자는 남자(48.9%)보다 여자가 51.1%

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공정무역 소비자교육

로 더 많았다. 또한 연령은 30대의 경우 30-39세(27.9%)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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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amples
Variable
Gender

Male
Female
20–29
30–39
40–49
50 or more
High school or less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more
Married
Single
2,000 Thousand won/4,000 yuan or less
2,001-4,000 Thousand won/4,001-8,000 yuan
4,001 Thousand won/8,001 yuan or more

Age (yr)

Education

Marriage
Incomea)

Korea (N =219)

n
107
112
54
61
55
49
47
121
51
108
111
112
71
36

China (N =209)
%
48.9
51.1
24.7
27.9
25.1
22.3
21.5
55.3
23.2
49.3
50.7
51.1
32.4
16.4

n
113
96
60
62
45
42
16
140
53
106
103
64
81
64

%
54.1
45.9
28.7
29.7
21.5
20.1
7.7
67.0
25.3
50.7
49.3
30.6
38.8
30.6

a)

1 Yuan=175 Korean Won.

장 많았고, 학력은 학사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49.3%)

제품 구매 품목을 보면 한국은 식품(53.4%)이 가장 높게 나타났

보다 미혼이 50.7%로 더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

으며 중국은 과일이나 야채(4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1.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중 소비자가 공정무역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 장소에는 유

중국 소비자에는 여자(45.9%)보다 남자가 54.1%로 더 많았

의한 차이가 있었고(c2=32.751, p ＜.001)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

다. 또한 연령은 30대의 경우 30-39세(29.1%)가 가장 많았고,

는 공정무역단체(18.3%)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대형

학력은 학사가 67.0%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49.3%)보다 기혼이

백화점(23.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7%로 더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4,001-8,000위안(38.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3).

3.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품 구매의도와 소비
자교육 요구

2.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제품 이용·구매실태 비교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
식,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교육 요구에 대한 비교 결
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교육 요구를 살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 이용경험에는 유의한 차이

펴보면 모두 공정무역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한국=3.86, 중국

가 있었으며(c =7.101, p＜.05), 한국의 경우는 공정무역 제품을

=3.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공정무역 개념과 활

1-5회(42.9%) 구매한 비율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구매경험이 없

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는 경우(33.8%), 6번 이상 구매한 경우(23.3%)의 순으로 나타났

또한 한·중 소비자 간의 비교 결과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27.8%)

과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요구에는 차이가 없었으나(p ＞.05),

보다 1-5회(37.3%)와 6회 이상(34.9%) 구매한 비율이 더 높게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 공정무역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교

나타났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 이용품목을 보면 한국은 기호식품

육 요구는 유의하였다. 한국 소비자(2.98)보다 중국 소비자의 공

(58.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3.36으로 더 높았으며(p ＜.001),

기호식품(46.4%)과 과일이나 야채(46.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정무역의 개념(p ＜.01)과 효과(p ＜.001)에 대한 교육 요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 이용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구는 중국에 비하여 한국 소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없었다(c =4.972, p ＞.05).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을 보면 한국
2

은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38.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구매경험이 없는 경우(3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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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e and Purchase Conditions of Fair Trade Products
Variable
Use experience

0
1-5 Times
6 Times or more
Food
Fruit or vegetable
Ornament
Sporting goods
Clothes or handicraft
Cosmetic
Others
0
1-5 Times
6 Times or more
Food
Fruit or vegetable
Ornament
Sporting goods
Clothes or handicraft
Cosmetic
Others
Fair trade organization
Mart
Organic shop
Department store
Internet

Use product’s categorya,b)

Purchase experience

Purchase product categorya,c)

Purchase placec)

Korea (N =219)
n
%
74
33.8
94
42.9
51
23.3
128
58.6
45
20.6
20
9.1
13
5.9
30
13.7
26
11.9
17
7.8
84
38.4
87
39.7
48
21.9
117
53.4
37
16.9
18
8.2
19
8.7
30
13.7
26
11.9
9
4.1
37
16.9
29
13.2
22
10.0
20
9.1
27
12.3

China (N =209)
n
%
58
27.8
78
37.3
73
34.9
97
46.4
97
46.4
27
12.9
30
14.4
49
23.4
41
19.6
37
17.7
64
30.6
81
38.8
64
30.6
88
42.1
92
44.0
26
12.4
32
15.3
45
21.5
40
19.1
36
17.2
11
5.3
41
19.6
14
6.7
49
23.4
30
14.4

2

c

7.101*

-

4.972

-

32.751***

a)

Multiple selection.
Samples used fair trade products before: n Korea=145, n China=151.
c)
Samples purchased fair trade products before: n Korea=135, n China=145.
*
p <.05, ***p <.001.
b)

Table 5. Differences of Cognition on Fair Trade, Purchase Intention of Fair Trade Products, and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Variable
Cognition of fair trade
Purchase intention of fair trade products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Concept
Campaign
Effect

Korea
M (SD )
3.10 (.60)
2.98 (.74)
3.68 (.91)
3.27 (.86)
3.86 (.95)

China
M (SD )
3.18 (.94)
3.35 (.87)
3.44 (1.03)
3.42 (1.04)
3.55 (1.08)

t
-1.105
-4.818***
2.613**
-1.675
3.215***

**

p ＜.01, ***p <.001.

1)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타났다(p ＜.001). 회귀식이 유의미하였으며(F =6.495, p ＜.001)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

설명력이 .131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회귀식이 유의

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자의

미하지 않았다(F =1.072, p ＞.05). 즉 중국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학력(정규교육을 받는 연수)만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

적 특성과 구매현황이 공정무역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회귀계수가 .366으로 나타나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게 나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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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s of Variables’ Effects on the Cognition of Fair Trade and Purchase Intentions of Fair Trade Produc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Cognition of fair trade, B (β)

Variable

Purchase intentions of fair trade products, B (β)

Korea

China

Korea

China

Female (gender)

-.004 (-.003)

.021 (.014)

-.056 (-.038)

.196 (.113)*

Age

-.007 (-.135)

.002 (.037)

-.001 (-.009)

.003 (.046)

Education

.077 (.366)***

.023 (.078)

.011 (.042)

-.020 (-.060)

Married (marriage)

.115 (.096)

-.078 (-.053)

.055 (.037)

.224 (.129)*

Monthly income

.000 (.016)

.000 (.099)

-.000 (-.032)

-.000 (-.073)

.000 (.030)

*

.001 (.059)

.001 (.011)

Purchase experience

-

-

.740 (.597)

.682 (.584)***

6.495***

1.072

19.125***

16.952***

.131

.002

.368

.349

Cognition of fair trade

F
Adjusted R

2

.007 (.129)

***

Dummy: gender (male=0), marriage (single=0).
*
p ＜.05, ***p ＜.001.
Table 7. The Effects of Variable on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Consumer demand for fair trade education, B (β)
Variable
Female (gender)
Age

Concept

Campaign

Effect

Korea

China

Korea

China

.076 (.042)

-.102 (-.050)

.019 (.011)

-.154 (-.074)

-.025 (-.013)

-.092 (-.042)

-.008 (-.107)

.013 (.146)*

-.005 (-.065)

.012 (.137)*

-.023 (-.303)***

.009 (.095)

.033 (.104)

.040 (.100)

.036 (.117)

.016 (.039)

.021 (.063)

.048 (.114)*

Married (marriage)

.002 (.001)

-.201 (-.098)

.056 (.033)

-.011 (-.129)*

.209 (.111)

-.184 (-.085)

Month income

.000 (.077)

.000 (.002)

-.000 (-.004)

-.000 (-.036)

.000 (.038)

.000 (.019)

Purchase experience

.000 (-.023)

.005 (.064)

-.001 (-.055)

.000 (.084)

-.001 (-.050)

.001 (.018)

Cognition of fair trade

.335 (.220)**

.287 (.208)**

.346 (.240)***

.282 (.203)**

.519 (.329)***

.297 (.204)**

Purchase intentions

.248 (.202)*

.522 (.442)***

.419 (.360)***

.484 (.406)***

.176 (.138)

.582 (.467)***

F
Adjusted R 2

***

*

China

Education

***

*

Korea

***

6.931

16.244

14.822

13.051***

11.641

.179

.370

.337

.317

.281

***

16.538***
.374

Dummy: gender (male), marriage (single).
p ＜.05, **p ＜.01, ***p ＜.001.

*

2)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여자인 경우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기혼(혼인상태)의 표준화 회귀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계수가 .129로 미혼보다 기혼의 경우가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더

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회귀식에

높았다(p ’s＜.05).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의 표준화 회귀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는

수가 .584로 나타나며 인식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p ＜.001). 회귀식은 유의미하였고(F =16.952, p ＜.001) 설명

표준화 회귀계수가 .597으로 나타나 인식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력은 .349로 나타났다.

높게 나타났다(p ＜.001).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 =19.125, p
＜.001) 설명력은 .368로 나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여자

3)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교육 요구

(성별), 기혼(혼인상태), 공정무역 인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요구는 공정무역의 개념, 활동과 효과의

으며, 여자(성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113으로 나타나 남자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으며,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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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Table 7).
우선,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

령이 낮을수록, 인식이 높을수록 공정무역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 =11.641,

p＜.001) 설명력은 .281로 나타났다.

무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유의하였으며,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중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

회귀계수가 .220 (p ＜.01),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의 표준

의 구매의도가 유의하였으며, 학력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114 (p

화 회귀계수가 .202 (p ＜.05)로 나타나 인식과 구매의도가 높을

＜.05),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04 (p ＜.01), 공정

수록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제품의 구매의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467 (p ＜.001)로 나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 =6.931, p ＜.001) 설명력은 .179로

타나 학력, 공정무역인식,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공정무역활동에

나타났다.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고

중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

(F =16.538, p ＜.001) 설명력은 .374로 나타났다.

무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의 표준화 회귀계
수가 .146 (p ＜.05), 학력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100 (p ＜.05)

결론

로 나타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회
귀계수가 .208 (p ＜.01),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의 표준화

본 연구는 한·중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공정무역

회귀계수가 .442 (p ＜.001)로 나타나 인식과 구매의도가 높을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소비자교육 요구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

수록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한·중 양국에서의 공정무역 소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 =16.244, p ＜.001) 설명력은 .370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인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 이용·구매실태

둘째,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를 살펴본 결과, 한국 소비자의 이용 품목은 기호식품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구매장소는 공정무역단

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유의하였으며, 학력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체, 일반마트, 인터넷 위주였다. 중국 소비자의 이용 품목

.117 (p ＜.05)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은 기호식품과 과일이나 야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고, 구매장소는 대형 백화점, 일반마트, 인터넷 위주였다.

회귀계수가 .240 (p ＜.001),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의 표준화

둘째, 한·중 소비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공정무역에 대한

회귀계수가 .360 (p ＜.001)으로 나타나 인식과 구매의도가 높을

인식과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

수록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

국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고, 한국

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14.822, p＜.001) 설명력은 .337로 나

소비자의 공정무역 개념과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는 더 높게 나

타났다.

타났다.

중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령,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

셋째,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의 구매의도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137 (p

살펴본 결과 한국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자의 학력만 인식에 정적

＜.05),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03 (p ＜.01), 공

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406 (p ＜.001)

경험만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

으로 나타나 연령, 공정무역인식, 구매의도가 높을수록 공정무

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 소

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유

비자의 경우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만 구매의도에 정적

의미하였으며(F =13.051, p ＜.001) 설명력은 .317로 나타났다.

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소비자의 경우는 성별, 혼인상태, 공정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인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공정무역 인식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요구는 공정무역의 개념, 활

이 유의하였으며, 연령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03 (p ＜.001),

동 그리고 효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으며, 각각에 영향을

공정무역 인식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29 (p ＜.001)로 나타나 연

미치는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정무역 개념에 대한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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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 공정무역 인식과 공

가 공정무역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획득할 수

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중국 소비자

있는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 대한 교

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육이나 정보의 제공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도가 유의하였다.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

소비자의 공정무역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는 낮았는데 이는 공정

치는 변수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무역의 조직이나 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

제품의 구매의도가 교육 요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소

라서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비자의 관

비자의 경우에는 연령,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

심도가 낮은 분야인 공정무역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정무역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에

를 통해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연령의 부정적인

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분야인 공정무역의 효과에

영향과 공정무역 인식의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중국 소비자의

대하여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별로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생산자와

경우에는 학력, 공정무역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모

소비자에게 공정무역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

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

연구결과에 의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한·중 소비

자의 인식과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소비자교육 요구

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홍보수단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공정무역의 개념, 활

이고, 제품의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상승시킴에

동과 효과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따라 소비자교육 요구도 높아지는 것을 명심하여 관련 정책방안

통해 볼 때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인한 공정무역의 발전을 도모하

마련이 필요하다.

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무역의 개념, 역사와 발전 등을 소비자들에

본 연구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게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대

형성하고 나아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한 낮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홍보가 필요하며, 공

검증함으로써 공정무역 인식과 소비 활성화에 관한 교육, 홍보와

정무역과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원천을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교육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이해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다양한 정

요구에 대한 파악을 통해 공정무역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요구하

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는 유용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공정무

본 한국과 중국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구매

역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인식

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나, 다

이 낮아 공정무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

음과 같이 한계점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볼 때 소비자가 공정

실증 분석을 위해 설문지 배포의 표본지역을 한국의 서울지역과

무역 제품을 구매·사용하더라도 일반 제품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중국의 북경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표본의 수

못하고, 또한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므로 만

와 범위에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에는 석

족하지 않아 구매의도가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중 소비자

사 이상 학력의 비율이 상대적인 높은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향

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무

후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의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고 한 지역에

역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자 소비자와

편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집단의 특성(예, 학력)을 반영할 수 있

미혼 소비자의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는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제품개발이나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공정무역의 개념, 활동, 효과에 대한 소
비자교육 요구를 비교한 결과 활동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낮았
으며, 효과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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