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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에너지소비의증가와자

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오존층 및 생태계 파괴 등과같은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Baker & Sinkula, 2005). 특히 국내외에 건강, 웰빙, 
환경보전, 유기농, 친환경 등의 이슈가 대두되면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제품 선호와 더불어 친환경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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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focusing on what kinds of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affect dietary attitude, nutrient intake behavior, health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relationship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8 
eco-friendly consumers. SPSS 23.0 and LISREL 8.50 were adopted to examine measurement model by 
using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has a 
positive impact on dietary attitude and health behavior. Second, dietary attitude affects nutrient intake 
behavior positively. Third, the impact of nutrient intake behavior on health behavior is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affects dietary 
attitude, health behavior and that the health behavior was positively influential on quality of life. It was 
also verified that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affects dietary attitude, nutrient intake behavior, and 
health behavior. Moreov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higher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is, the 
higher dietary attitude, trust, health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will be, thereby improving the good 
healthy lif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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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 업계에도 자연친화적이고 식자재의 안전성을 보

장하는 유기농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Nancy, 2005). 또한 원거리수송을 위한 식품 보존 목적
으로 인위적인 약품처리와 농약, 살충제의 오남용은 먹거리
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게 되면서, 후손
의 미래와 환경을 고려한 무공해,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고
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Jung, Kim, & Bae, 2016; Lee 
& Lee, 2016).      
최근에 개최된 자연건강박람회에서는 친환경 건강식품

부스에많은방문객들로인기를끌었던적도있었다. 이는시
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

으며, 소비자의의식수준이높아짐에따라양질의제품과서비
스를제공한다는기준이기업의판단이아니라, 고객의 판단
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Go, Lee, & Kim, 2010).
많은 외식기업들은친환경지향적인소비자의요구에부

응해 식생활에 대한 초점을 건강과 친환경에 두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음식연구의 중점이었던 양에서
질과 맛으로, 가공음식보다도 자연식품을, 농약이나 공해의
영향을 받은 식품보다도 무공해 식품 등에 관심을 갖고 연

구하는 흐름이 대세(大勢)이다(Lee, 2011).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외식 기업들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였고, 유기농
과 천연 재료들만 취급하는 식품점과 레스토랑, 온라인 쇼
핑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등 새로운 친환
경 기업들이 등장하였다(Lee, 2011; Choi & Kim, 2013; Go 
et al., 2010).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증
가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 친화적 노력은 기업의 성과로 이

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비에 대한 요

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가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식태도나 영양행동, 건강행
동,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는 식태도나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Jung 등(2016)은 소비
자의 식품 소비가치가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Yu와 Yoon 
(2014)은 친환경식품 구매고객의 가치가 태도 및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Lee(2011)는 모(母)의 로
하스 라이프스타일이 자녀의식품섭취, 식습관, 식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won, Song과
Kim(2007)은 외식소비자의 로하스 태도가 높을수록 건강외
식 지향, 건강식생활 유지, 건강메뉴 주문행동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수많은 웰빙 메뉴 출시와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는 식품

기업들이늘어나고있으며, 요즘같이건강하게오래살고 싶

은 인간의 욕망에 소비 트렌드까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소비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친환경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더욱이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행동, 건강
행동 및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한

국인의 친환경 소비 정착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사료

된다.  
따라서본연구는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시점

에 타 연구자가 다루지 않은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
양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 연구를 통해 친환
경 소비가치와 바람직한 식태도 및 영양행동, 건강 및 삶의
질의 관계 요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친환경 소비가치 확립
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폭넓은 실무

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친환경 소비가치

최근지나친산업화와공업화로인해 자원고갈과 환경 오

염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 생존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

면하면서자신의 소비형태에 변화를 추구하려는 친환경 소

비자(green consumer)가 등장하게 되면서(Cho, Lee, & Chung, 
2014) 친환경 소비가치가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유기농 식
품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Saher, Lindeman, & Hursti, 2006). 
가치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옳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념의 원리이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삶을 주도하는 원칙으로서 작용하며, 특정
상황이나대상에 상관없이 이상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개인

의 신념을 나타내고,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비교
적 안정적인 기준이 된다(Schwartz, 1992; Schwartz & Blisky, 
1990). 또한 가치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
하고, 행동의변화를일으키는근본적인선행요인으로작용
하기 때문에,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Li & Cai, 2012). 가치는 소비자의 과거 경험과 회상하
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행동
예측과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심적 상태를이

해할수있는지속적인신념으로정의된다(Shiau & Wu, 2013).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이 추구하는 가
치는 개념 혹은 어떠한 행동과결과를 선택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최종 행동을 결정하도록 예상되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Follows & Jobber, 2000), 가치는
태도나 지식과 같이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을설명하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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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변수로 사용된다(Getzner & Grabner-Krȁuter, 2004).
특히 소비자의 가치와 관련해 Blackwell, Miniard와 Engel 

(2001)은 개인이 상품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속성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 행동에 영향을줄 뿐만아니라, 행동을 유
발하는 도구라고 하였으며, Sheth(1991)는 소비가치는 소비
에 대한 특정 가치로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결정하고, 특정
상표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의사결정에서의 기준이

나 목표가 되는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
이 직면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선택

(Market choices)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Stern(2000)은 가치가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하였으며, Getzner & Grabner-Krȁuter 
(2004)는 가치가 태도나 지식과 같이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
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Kim, Kim과 Park(2008)은 식품 선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이 영양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Jeong 
(2005)은 지각된 가치가 고객행동,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연구는소비자의친환경가치가 식태도이나 영양

행동,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루
고자 한다.  

2.2.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하여 우호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며, 지속적이고 학습되어
가치판단을 내려 반응할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Kang & 
Lee, 2011). 태도는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서 호의적인 태
도가 행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소비자 행동과 관

련하여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Robertson, Zielinski. & 
Ward, 1984). 특히 식태도는 개인의 생활양식 중 한 부분으
로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 다른 발
달영역과도 관련이 있어 식사시간이 불규칙할수록 영양 상

태나 건강이 나빠지고, 위축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Ahn, 2003). 또한 식태도는 개인
의 성장배경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가

치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바람직한 식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 생활습성 등의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Lee & Ahn, 2015; Yoon, Choi & 
Lee, 2002). 한편, Kim, Lee, Yang과 Moon(1992)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식태도에 영향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식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사에 관한 가치관이 가장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태도와 영양소 섭취행동
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적으로 식태도 측정 문항으로는 아침식사 여부, 식사속도, 

식사시간의 규칙성, 외식의 횟수, 식사시 고려사항, 간식의
빈도 및 섭취 시간대 등이 포함되고 있다(You, Chin, Kim, 
& Chang, 2008). 
영양섭취행동은 편식 안하기및 5대 영양소골고루 섭취

를 원칙으로 고기․생선․계란․콩류섭취, 우유제품 섭취, 
녹황색, 기타 야채 및 과일 섭취, 곡류 섭취, 기름진 요리 섭
취 자제 등이 포함된다(Chung et al., 2012). 
건강 행동은 건강증진행동(health promoting behavior)으

로도 볼 수 있는데, 개인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개인의 습관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안녕

을 향해 나가는 건강관리를 의미하고,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 신념, 행위의 복합적 개념 중 행위에 속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06; Brucker, 1983; Paek & Choi, 
2003). 건강은 섭식과 운동, 적절한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고, 음식물에 의한 영양소의 섭취는 건강유지의 기
본조건이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의 과․부족행동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 행동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충분한
수면시간, 비만도, 아침식사 여부, 간식, 흡연, 음주, 운동
여부,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등의 문항이 많이 다루어져
왔다(Lee, 2011).

2.3. 삶의 질

삶의 질은 생활만족, 사기, 행복, 긍정적 정서, 안녕, 정신
적 안녕, 주관적 안녕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기도 하고, 
이들유사용어의상위개념으로사용하기도한다(Choi, 1997). 
삶의 질은 Ferrans & Power(1992), Ware & Book(1983) 등의
연구에서 건강과 기능적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 가족상황 내 상태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 보
고형 척도 중 하나인 EQ-5D index(EuroQol-5 Dimension)로, 
EQ- 5D는삶의질을 규정하는주요한척도로써건강을 정의
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건강관
련 삶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써 국

내에서 개발된 질적 가중치를 적용하고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체계(descriptive system)를 이용하여 운동능력, 자기관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영역에서 삶의 질
을 평가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문제가 심
각할때 5점, 문제가없을때 1점으로 측정하여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연구 설계

3.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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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의 친환경 제품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하였고, 먼저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조
사를 거쳐 설문문항에 대한 수정과 정제 과정을 거쳐 본 조

사는 2017년 6월 10일∼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280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
에 사용된 설문지는 238부(79.3%)였다. 

3.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비가치가 식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ung et al., 2016; Yu & Yoon, 2014; Stern, 
2000)와 식태도와 영양, 건강행동 및 삶의 질 간에 영향관계
가 있다는 선행연구들(Kwon et al., 2007; Park & Ahn, 2003)
을 참조하여 소비자의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
하고, 올바른 친환경 소비가치 확립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폭넓은 실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2.1.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간

의 영향관계

친환경 소비가치는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특정가치로개

인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Getzner & Grabner-Krȁuter(2004)
는 가치가 소비자의 친환경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

한 변수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lackwell 등(2001)
은 소비자의 가치가 개인이 상품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속성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도구라고 하였으며, Sheth (1991)는 소비가
치는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선택(Market choices)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Yu & Yoon(2014)은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가
치가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일수록 친환경식품에 대한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Jung 등

Fig. 1. Research model.

(2016)은 소비자의 식품 소비가치가 로컬푸드와 친환경식품
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Lee(2011)는 모(母)의 친환경적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이 자
녀의식품섭취, 식습관, 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won 등(2007)은 외식소비자의 친환경성
등 로하스 태도가 높을수록 건강외식 지향, 건강식생활 유
지, 건강메뉴 주문행동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 고찰을 근거로소비

자의 친환경 소비가치가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
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가치는 식태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가치는 영양섭취 행동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가치는 건강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식태도, 영양섭취 행동 및 건강행동 간의 영향관계

식태도는 개인의 성장배경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

으로 Kim 등(1992)등은 식사에 관한 가치관이 식태도에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식태도가 영양소 섭취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im, Yu와 Han(2002)은 식태
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You, Park, 
Yin과 Dong(2008)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식태도가 유기농식
품 구매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의 소
비행동 연구에서 식품에 대한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태도가 사용되었고(Honkanen, 2006), 
행동에 우선하는 태도(attitude-before-behavior)이론은 행동
이 인지나 태도 등에 관한 소비자의 정신적인 구조를 반영

하기 때문에, 소비자행동이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Engel, Blackwell & Miniard, 1995). 또한 국내
외 다수의 연구가 친환경식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일수록 친환경식품에 대한 구전의도, 구매의도, 추
천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Yu & Yoon, 2014). 한편, 영양
섭취행동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데, Kim & Jung(2016)은 폐경기 여성의 영양섭취행동과
건강과의 영향관계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영양

소 섭취 행동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이와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 고찰을 근거로소비

자의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간에 영향관계가있음
을 예측할 수있다. 이와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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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소비자의식태도는 영양섭취 행동에유의한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소비자의 영양섭취 행동은 건강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식태도, 영양섭취 행동,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

삶의 질은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에 관한 것으로 생활만

족, 사기, 행복, 긍정적 정서, 안녕, 정신적 안녕, 주관적 안녕
등의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WHO, 1993). 또한, Ryu(2009)는
건강상태, 경제수준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하였고, Bolwing, Gabriel, Dykes, Fleissing, Banister와
Suton(2003)은 개인의 경험․건강․가치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You, Park과
Chang(2010)은 식습관 등의 식태도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Park & Kim(2013)은 대학생
의 신체활동량, 건강상태와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에서 대
학생의 건강상태가 삶의질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건강과 관련된 식태도나 영
양행동 및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Pender et al., 2006; Brucker, 1983; Paek & Choi, 
2003).  
따라서 이와 같은선행연구와이론적고찰을근거로 소비

자의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소비자의 식태도는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소비자의영양섭취행동은삶의질에유의한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소비자의 건강행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도구

3.3.1. 친환경 소비가치

소비가치는 소비에 대한 특정 가치로 소비자가 제품구매

를 결정하고, 특정 상표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의
사결정에서의 기준이나 목표가 되는 추상적 개념을 의미하

는 것으로, 특히 친환경 소비가치는 친환경적 제품을 선택
하고 구매하고 그 소비행동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Sheth, 1991). 친환경 소비가치와 관련해 본 연구의
조사 설문내용은 관련 논문 및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친환경 소비가치의 구성요인은

Lee(2011), Yu와 Yoon(2014), Nancy(2005) 등의 연구를 토대
로 1)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사용, 2) 환경보호에 적극적이고 항생제, 방부제 거부, 
3)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제품구매, 4) 지속 가능
제품 선호, 5) 친환경 제품 주변에 적극 홍보 등의 5개 항목
을 포함하였다.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여,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3.3.2. 식태도

식태도는 개인의생활양식중한 부분으로 식생활전반에

대해 임하는 태도로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영역과도
관련이 있어 바람직한 식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에 대한 가치관, 생활습성 등의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Park & Ahn, 2003). 식태도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You 등, 2008)를 참조하여 하루 세끼 식사, 적정량
의 식사, 올바른 식사속도, 식사시간의 규칙성, 즐거운 식사
분위기, 고른 음식 섭취 등의 6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를
실시하였다. 

3.3.3. 영양섭취 행동

영양섭취 행동은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

행동으로 특히 인체에 꼭 필요한 5대 영양소 섭취를 기준으
로 본 연구에서는 고기․생선․계란․콩류 섭취, 우유제품
섭취, 녹황색, 기타 야채 및 과일 섭취, 곡류 섭취, 기름진
요리 섭취 자제 등 5개 문항에 대해 자주 섭취한다 5점에서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 1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를 실시
하였다. 

3.3.4. 건강 행동

건강 행동은 개인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개인의 습관과 환경의변화에 대비해 안녕을향해

나가는 건강관리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Umberson & 
Debra(1987), Ware(199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 규칙
적인 식사, 2) 질병 예방 관리에 적극적인 편, 3) 건강 위해
규칙적인 운동, 4) 충분한 수면, 5) 적정 체중 유지 등의 5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를 실시하였다.

 
3.3.5. 삶의 질

삶의 질은 생활만족, 사기, 행복, 긍정적 정서, 안녕, 정신
적 안녕, 주관적 안녕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errans & Power(1992),  Ware & Book(19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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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과 기능적 상태, 사회․경제적 상
태,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의 안녕을 중심으로 다루어 1) 
즐겁고 유쾌한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 2) 일상생활의 스트
레스가 없는 편, 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편
등의 3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를 실시하였다.

3.4. 자료의 분석 

본연구의자료처리는 PASW Statistics 23.0을사용하여빈
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
분석과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LISREL 8.50을 이용하여 각 이론변수들
간 경로계수와 t값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여성 57.6%, 남성 42.4%였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 8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성장지는 중소도시가
44.5%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대도시 39.9%, 농어촌 13.0%, 
기타 2.5% 등의 순이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137( 57.6)

Female 101( 42.4)

Family 
type

Nuclear family 214( 89.9)

Extended family 14(  5.9) 

The others 10(  4.1)

Main 
growth 

area

Big city  95( 39.9)

Middle․small city 106( 44.5)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31( 13.0)

The others  6(  2.5)

Family
monthly 
income

(￦)

<2,000,000 36( 15.1)

2,000,000～<3,000,000 81( 34.1)

3,000,000～<4,000,000 63( 26.5)

4,000,000～<5,000,000 32( 13.4)

≥5,000,000  26( 10.9)

Total 238(100.0)

미만이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0～400만원 미만
26.5%, 200만원 미만 15.1%, 400～500만원 미만 13.4%, 500
만원 이상 10.9% 등의 순이었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직각회전의 베리멕
스 회전 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서는 요인
적재 값 0.4 이상,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적
용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비슷한 특성을나타내는변수

들로 묶여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친환경가치, 식
태도, 영양섭취 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로 명명하였다. 변수
들끼리의 상관성 여부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851로서 0.6 이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2,686.668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제시되어 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총
분산설명력은 66.801%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값이 모두 .715 이상으로 일반적인 기준인 .70을 상회하여
양호한 신뢰 수준이었다.

4.3. 확인요인 분석

구성개념의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

과에기초하여 LISREL 8.50을이용하여친환경가치, 식태도, 
영양섭취 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 모델의 적합도와 집중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문항에서 적합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5개 요인의 신뢰성 계
수인 크론바 알파 값이 최소 0.733에서 최대 0.87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가지고 있는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척도들의 신뢰도는 모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분산
추출값(AVE)과 개념신뢰도 값을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에
이용된 5개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70 이
상인 .711～.812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
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520～.633의 값을
갖는것으로나타나, 기준값인 .70과 .50(Formell & Larcker, 1981)
을 상회함으로써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한모형의적합도지수는χ2=232.24, df=142, p=.000, Q value 
(χ2/df)=1.64, CFI=0.93, GFI=0.91, AGFI=0.87, NNFI=0.92, NFI= 
0.86, RMR=0.051, RMSEA=0.052로 나타나, 모형적합도 지
수 대부분이 판단기준치에 의하여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구

성변수의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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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 
α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nergy-efficient products even if It is 
expensive. 0.846

6.955 28.980 .849

Aggressive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rejecting antibiotics and 
preservatives. 0.816

Purchase products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global environment. 0.801

Prefer sustainable products. 0.763

Promote publicly around eco-friendly products. 0.696

Dietary 
attitude

I have three meals a day. 0.835

3.068 12.784 .861

I eat the right amount of meal. 0.779

I have the right speed of eating attitude. 0.755

I eat a regular time each day. 0.749

I eat in a pleasant atmosphere. 0.589

I have a balanced diets. 0.583

Nutrient 
intake 

behavior

I tend to eat meat, fish, eggs, and beans every day. 0.799

2.213 9.220 .837

I tend to consume milk products every day. 0.796

I tend to eat yellowish-green, the other vegetables, and fruit every day. 0.708

I tend to eat rice everyday. 0.673

I tend to refrain from ingestion of cooking oil. 0.613

Health 
behavior

Regular eating. 0.869

1.456 6.062 .848

Active prevention of disease prevention. 0.845

Regular exercise for health. 0.690

Adequate sleep. 0.633

Proper weight maintenance. 0.631

Quality of 
life 

Efforts to maintain pleasant living. 0.767

1.381 5.755 .715No stress in everyday life. 0.692

Physically healthy, mental and social well-being. 0.600

KMO=.851, Bartlett approx Chi-Square=2,686.668, p=.00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66.801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4.4.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측정척도인 친환경 가치,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0.7 이하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요인간의 상관
계수의 값은 p<.001, p<.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4.5. 연구모형의 평가 및 가설검증

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적연구모형과각 가설을검증하

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모
형의 적합도 모수들을 추정하였으며 기초모형의 적합도 결

과에 의하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기준

수치가 수용수준을 대체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모형수
정을 위해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조지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및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 분석 57

Table 3.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Variables Cronbach’s 
α

Esti-
mate t-value R2 CCR AVE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nergy-efficient products 
even if it is expensive.

.808

0.83 14.11 0.68

.854 .633
Purchase products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global environ-

ment. 0.80 13.39 0.64

Prefer sustainable products. 0.60 9.37 0.36

Promote publicly around eco-friendly products. 0.64 10.07 0.40

Dietary 
attitude

I have three meals a day.

.810

0.83 14.32 0.69

.723 .525
I eat the right amount of meal. 0.73 12.14 0.54

I eat a regular time each day. 0.71 11.55 0.50

I have a balanced diets. 0.62 9.83 0.39

Nutrient 
intake 

behavior

I tend to eat meat, fish, eggs, and beans every day.

.778

0.77 12.68 0.59

.710 .580
I tend to consume milk products every day. 0.67 10.72 0.45

I tend to eat yellowish-green, the other vegetables, and fruit 
every day. 0.64 10.04 0.41

I tend to eat rice everyday. 0.67 10.71 0.45

Health 
behavior

Active prevention of disease prevention.

.812

0.67 10.78 0.44

.824 .577
Regular exercise for health. 0.65 10.33 0.42

Adequate sleep. 0.72 11.88 0.52

Proper weight maintenance. 0.84 14.57 0.70

Quality of
life 

Efforts to maintain pleasant living.

.711

0.56 7.56 0.32

.821 .520No stress in everyday life. 0.62 8.31 0.38

Physically healthy, mental and social well-being. 0.59 7.94 0.35

χ²=232.24, df=142, Q value(χ²/df)=1.64, p=.000, CFI=0.93, GFI=0.91, AGFI=0.87, NNFI=0.92, NFI=0.86, RMR=0.051, RMSEA=0.052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4. Correlations among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dietary attitude, nutrient intake behavior, health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Variables Mean SD
Inter-construct correlations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Dietary 
attitude

Nutrient intake 
behavior

Health 
behavior

Quality of 
life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2.72 .71 1

Dietary attitude 2.76 .84 .156* 1

Nutrient intake behavior 2.82 .78 .183* .538*** 1

Health behavior 2.91 .74 .163* .367*** .487*** 1

Quality of life 3.22 .68 .152* .346*** .370*** .376*** 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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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
하였다. 본 연구구조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분석 검증한 결
과(Table 6), χ2값이 142.30, df=111, p=0.000, Q값(χ2/df)=1.28, 
CFI=0.97, GFI= 0.93, AGFI=0.91, NNFI=0.96, NFI=0.90, RMR= 
0.044, RMSER=0.034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
준치를 충족하여 모형의 적합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

었다.
또한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Table 5에제시하였는데, 

먼저가설 1을검정한결과, 친환경 소비가치와식태도 간의
영향관계는 경로계수 0.17, t값 2.25로 p<0.01수준에서 유의
적인 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가설 1은채택되
었다. 
가설 2인 친환경 소비가치와 영양섭취행동 간의 영향관

계를살펴본결과, 경로계수 -0.02, t값 -0.25로나타나 ,유의
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나지않아, 가설 2는기각되었다. 
가설 3인 친환경 소비가치와 건강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로계수 0.14, t값 2.01로 p<0.01수준에서 유의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가설 4인 식태도와 영양섭취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본 결과, 경로계수 0.55, t값 6.70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
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
되었다. 
가설 5인 영양섭취 행동과 건강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살

펴본 결과, 경로계수 0.67, t값 6.66으로 p<0.001수준에서 유
의적인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가설 5는채택
되었다. 
가설 6인 식태도와삶의질간의영향관계를살펴본결과, 

경로계수 0.05, t값 0.44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
나자 않아 가설 6은 기각되었다. 

Table 5. Results of the analysi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 estimate t value Results

H 1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 Dietary attitude  0.17 2.25** Supported

H 2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 Nutrient intake behavior -0.02 -0.25 Rejected

H 3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 Health behavior 0.14 2.01** Supported

H 4 Dietary attitude → Nutrient intake behavior  0.55 6.70*** Supported

H 5 Nutrient intake behavior → Health behavior  0.67 6.66*** Supported

H 6 Dietary attitude → Quality of life  0.05 0.44 Rejected

H 7 Nutrient intake behavior → Quality of life  0.25 1.65 Rejected

H 8 Health behavior → Quality of life  0.40 2.83** Supported

χ2=142.30, df=111, Q value(χ2/df)=1.28, p=0.024, CFI=0.97, GFI=0.93, AGFI=0.91, NNFI=0.96, NFI=0.90, RMR=0.044, RMSEA=0.034

** p<0.01, *** p<0.001.

가설 7인 영양섭취행동과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
본 결과, 경로계수 0.25, t값 1.65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
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가설 8인 건강행동과 삶의 질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

과, 경로계수 0.40, t값 2.83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채택되었다.  

4.6.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

한편, 연구모형의 이론적변수간총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친
환경 소비가치가 식태도에는 직접효과 만을 주고 있고, 영
양섭취행동과 건강행동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주고 있으며, 삶의 질에는 친환경 소비가치가 직접효과는
없으나,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및 건강행동 등을 매개로 하
여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태도는 영양
섭취행동에는 직접효과 만을 주고 있고, 건강행동에는 간접
효과 만을, 삶의 질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행동은 건강행동에는 직접
효과 만을 주고 있고, 삶의 질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행동은 삶의 질
에 간접효과는 없으나,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태도가 건강행동과 삶의질에 미치는효과는 직접효

과보다 영양태도 등의 간접효과를 통해 더 높은 총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간의 총 효과는 식태도와 섭취행동(6.70)과의 관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영양섭취행동
과 건강행동(6.66), 식태도와 건강행동(5.25), 영양섭취행동
과 삶의 질(4.08), 식태도와 삶의 질(3.48), 건강행동과 삶의
질(2.83), 친환경 소비가치와 영양섭취행동(2.35), 친환경 가
치와 식태도(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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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the analysis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Eco-friendly 
consumption value

Dietary
attitude

Nutrient intake 
behavior

Health
behavior

Quality of 
life

Total 
effects

Dietary attitude 0.17(2.25) - - - -

Nutrient intake behavior 0.08(0.96) 0.55(6.70) - - -

Health behavior 0.19(2.35) 0.37(5.25) 0.67(6.66) - -

Quality of life 0.10(1.93) 0.33(3.48) 0.52(4.08) 0.40(2.83) -

Direct 
effects

Dietary attitude 0.17(2.25) - - - -

Nutrient intake behavior -0.02(-0.25) 0.55(6.70) - - -

Health behavior 0.14(2.01) - 0.67(6.66) - -

Quality of life - 0.05(0.44) 0.25(1.65) 0.40(2.83) -

Indirect 
effects

Dietary attitude - - - - -

Nutrient intake behavior 0.09(2.14) - - - -

Health behavior 0.05(0.95) 0.37(5.25) - - -

Quality of life 0.10(1.93) 0.29(3.65) 0.27(2.78) -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친환경소비가치의중요성이날로증가하는시

점에 타 연구자가 다루지 않은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 연구를 통해 친
환경 소비가치와 바람직한 식태도 및 영양행동, 건강 및 삶
의 질의 관계 요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친환경 소비가치 확
립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폭넓은 실

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 소비가치가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및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사한 가설 1, 2, 3의 검증 결과, 
친환경 소비가치가 식태도와 건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환경보
호에 적극적이고, 항생제, 방부제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친환경 소비가치를 가질 때, 규칙적인 하루 세끼 식사와 올
바른 식사속도및 즐거운 식사분위기등의 바람직한 식사태

도를보인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지구환경에미칠영향
고려해 제품 구매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가 규칙적인 식사와 질병 예방 관리에도 적극적인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가설 4, 5의 검증 결과, 식태도는 영양섭취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영양섭취행동은 건강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바른 식사속도
와 식사시간의 규칙성을 지키고, 즐거운 식사분위기 속에

고른 음식 섭취를 행할 때 5대 영양소 섭취행동도 올바르게
지켜지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식태도, 영양섭취행동,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가설 6, 7, 8의 검증 결과, 건강행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규칙적인 식사와질병 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

고,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과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등 건강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즐겁

고 유쾌한생활을유지하고, 스트레스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rk JY & Kim NH(2013)의 연구에서도 대학
생의건강상태가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가설 6, 7의 식태도나 영양섭취행동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You 
등(2010)의 연구에서 식태도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질은 아
니지만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식태도나 영양섭취행동이 행복감이나 즐거
움을 주는 것과 같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연구를종합해보면 소비자의 친환경소비가치가식태

도와 건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제품 구매하고, 지
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올바른식태도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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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관리에도 적극적인 건강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과 즐거운 식사분위기 속에 고른
음식 섭취를 행할 때 5대 영양소 섭취행동도 올바르게 지켜
지고, 스트레스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적정한 체중 유지 노력 등 건강행동을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더욱더 즐겁고 유쾌하게 누리고, 
스트레스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
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는
바람직한 친환경 소비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식태도와 건강

행동을 유지해 나갈 때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가치와 식태도, 영양섭취 행동, 건강행동, 삶의질 간에미치
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소비가치

관련 연구의 이론적인 기초를 보다 체계화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가치와 식태도, 영양섭
취 행동, 건강행동, 삶의 질 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여 친환경 소비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한층 고차원

의 친환경 건강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친환경 소비
생활 태도의 정착으로 국민의 건강과 식사의 질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향후 친환경 식생활 도입에 실무적인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친환경
소비생활과 건강 식태도방법을 제공함으로 국민 건강에 이

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친환경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이에 적합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제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적극적으로 상품화 및 세계화하면 경제

적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소비가치가 바람직한

식태도, 올바른 건강행동,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소비행동, 식태도, 건강행동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친환경 소비행동과 건강행동, 삶의 질 분야의 연
구 활성화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학문적

인 발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면에서도큰 도움을 줄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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