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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원
<요 약>
본 연구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설명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지각된 시장영향력(PMI: Perceived Market Influence: 개인의 행동이 시장 내 다른 소비
자들의 행동에게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공정무역 관련 소비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신념)에 주목하고 이를 공정무역 관련 소비자의 인식 구조에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지각된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련성)와 해당 소비자가 지각하는
영향력(개인영향력, 시장영향력)의 관계검증을 통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
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욕구 중 유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소비자의
지각된 영향력 관계가 직접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지각된 영향력 간에도 긍정적인 인과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지각된 영향력과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자산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갭을 이
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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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 가능
한 소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비

친환경 제품, 공정무역 제품 등의 윤리적 소비

자 개인의 노력이 해당 윤리적 이슈 및 문제를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하기 위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여타의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상대적

신념(PC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인 시장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Ellen et al., 1991)와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 관점 및 측면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

에서 언급되고 분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직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고려한 개

제품을 마케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딜레

념으로 상기에서 제기한 태도와 행동의 갭을 설

마 이자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개념

이러한 현상을 소비자 행동의 심리적 관점에

의 신념을 등장하게 하였다(Leary et al., 2014).

서 살펴보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

즉, 지각된 시장 영향력(PMI)은 소비자 스스로가

적이지만 정작 해당 제품의 구매의도 및 구매행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 및 학습

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갭이 존재하고 있다

함으로써 자신의 지속 가능한 행동에 스스로 동

(Bamberg,

2006;

기부여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소비자 스

Carrington et al., 2014; Luchs et al., 2010)고

스로의 자기결정적이고 도덕적인 강한 신념에

볼 수 있다. 특히, 윤리적 소비 중에서도 공정무

초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효과성(PCE)과는 구별

역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Nicholls

and

Lee,

다른 친환경 제품 등과 비교하여 더욱더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환경의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에 본 연구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시장영향력이 개념적으로 존재함에도 불

행위의 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설명적 대안으

구하고 상기에서 제기된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로 또 다른 심리적 행동 영향 변수로 작용할 수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간의 갭을 설명하고자 시

있다고 추론되고 있는 소비자의 지각된 시장영

도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

향력(PMI: Perceived Market Influence: 개인의

구에서는 기존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행동이 시장 내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에게 미칠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지각된

영향을 인지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친환경 행

시장영향력 개념을 탐색적으로 적용하고 이와

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신념)(Leary et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나아

al., 2014)에 주목하고 이를 공정무역 관련 소비

가 전략적 대안의 설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자의 인식 구조에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논의하

탐색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 제품에 대하여 형성하는 태도와 행동의

소비자의 시장영향력이 해당 공정무역 제품에

관계와 달리 공정무역 제품과 같은 윤리적 소비

대한 여러 가지 인식적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에 있어 특징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구매동기

있다는 가정 하에 기존의 자기결정적 동기와 연

차원에서 자기결정적(옥정원, 2017)이고 도덕적

결된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 신념(전상민, 2016)에 따라 지속 가능한 행동

본 연구의 탐색적 실증연구 결과는 향후 공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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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갭을 원인을 밝

제품의 구매동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히고, 아울러 실무적으로 보다 더 행동 지향적인

데, 먼저 공정무역제품 소비는 다른 제품의 구매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와 비교하여 볼 때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된다.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
는 자율성에 기초한 직․간접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옥정원, 2017)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동
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1.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자기결정성
구성요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아가치의 실현이자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
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능성 차원에서 구매
동기를 설명(Vallerand and Reid, 1984; 황용철,

기업 및 전략적 관점에서 공정무역제품은 생

2014) 할 수 있다.

산과 소비에 이르는 유통구조 상에 지속 가능성

관련성의 경우에는 윤리적 소비 및 공정무역

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대안무역의 활동으로 경

제품의 구매가 자신의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한

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동시에 추구되는 활

지각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확

동으로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

산시키고자 하는 감정(이타주의) 및 상호작용적

는 추세(김영신, 2016)에 있다.

행동(고객시민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내면화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의 구매는 타율적인
기반에 있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내

증진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Deci and Ryan,
2002)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접목이 된다.

재적인 차원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인식이자 행
위로 볼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제품
의 구매와 달리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동기
는 윤리적 참여의식이 내재된 소비자의 자기결
정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and Ryan, 2000)에 따르
면, 개인의 동기의 수준은 행동에 대한 통제 및
조절에 따라 다차원적 차원에서 존재하며 그러
한 다차원적 차원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요소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자율성
(autonomy), 특정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유능성(competence),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형성하는

관련성

(relatedness)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성의 주요 동인들은 공정무역

2.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지각된 개인 및
시장 영향력
공정무역제품과 관련된 선구적 선행연구들이
라 할 수 있는 윤리적, 친환경제품의 소비에서는
해당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행위에 대한 중요
한 요소로 지각된 영향력을 강조해 왔으며, 과거
에는 소비자의 지각된 개인 영향력(PCE)의 중요
성에서 최근에서 소비자의 지각된 시장 영향력
(PMI)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선행 연구(Ellen
et al., 1991; Berger and Corbin, 1992; Peattie,
1995)에서

지각된

소비자

효과성(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PCE)이라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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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왔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이 특정 문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

지각된 개인 영향력과 시장 영향력과 관련된

인의 믿음이자 신념을 인식하는 정도이다(Ellen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문제 및 소비 영

et al, 1991). 즉, 이러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소

역에 있어 소비자 스스로의 지식 및 관심(Antil,

비자 자신의 구매행동이 환경문제 및 윤리적 소

1984; Baldassare and Katz, 1992; Gracia and

비의 확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

de Magistris, 2013), 그리고 구매행위에 대한 스

인 구매행동의 실천 정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된

스로의 자기만족 및 효능감(김은희, 박희서, 2007;

다.

손은지, 2015),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

한편, 소비자 행동의 사회적 지각에 초점을 두

적 영향 및 관계지향성(Laroche et al., 2001) 등

고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지각이 개

이 중요하게 선행하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이러한 개념적 바탕 및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 있다는 연구(Leary et al., 2014; 손은지, 2015;

본 연구에서는 공정무역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유요안, 2016)에서는 개인 소비자의 행동이 타인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가 소비자의 지각된 개

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스스로

인 영향력(PCE) 및 지각된 시장 영향력(PMI)과

의 친환경 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고 있다. 즉, 단순히 개인의 행동이 환경적 문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시장 내의 다른 개인

가설1: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혹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와 지각된 개

고 스스로 친환경적 행동을 한다는 지각된 시장

인 영향력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영향력(Perceived Marketplace Influence: PMI)

이다.

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개인은 대게 그들의 행
동을 정당화 하거나 방어할 때 그들 스스로의

가설1-1: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된 자율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신념까

가설1-2: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지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Bettman et al.,

된 유능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1998)는 전제 하에서 환경문제와 같은 큰 문제들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신념을 바라보

가설1-3: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는 것을 너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된 관련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Thøgersen, 2005)을 의미한다.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상기의 지각된 개인 및 시장 영향력은

가설2: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특정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개인의 능력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와 지각된 시

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장 영향력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적 지각의 확장 또한 중요하다는 것으로 각각

이다.

분리되는 개념이며, 환경 및 윤리적 소비에 있어

가설2-1: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태도와 행동의 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된 자율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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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된 유능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Berry and Parasuraman,
1991)로 설명된다.
이렇듯 소비자의 인식적 관점에서 공정무역제
품에 대한 자산을 종합하면 공정무역제품을 구

가설2-3: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매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자기결정성이 내재된

된 관련성은 지각된 개인 영향력에 긍

동기를 바탕으로 소비행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하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구매의도를 형성하게 되고, 감정적 차원의 애

가설3: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착이 결부되어 주변인들에 대한 추천의도와 함

개인 영향력은 지각된 시장 영향력에

께 보다 더 지속적인 구매 및 해당 공정무역 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품에 대한 관계의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지각된 자산

본 연구에서 상정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자
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성에 대

공정무역제품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공

한 인식, 그리고 지각된 개인 및 시장 영향력 등

정무역제품의 마케팅 전략적 관점에서 공정무역

과의 관계는 인지적 구조이론에 따라 특정 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자산에 대한 관리

에 대하여 형성되는 소비자의 태도적 신념들은

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일반 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행동적인 여부를 결정한

품의 브랜드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즉, 소비자 스스로의 내

활용하여 인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재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행동이 특정

특히,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여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인

를 나타내는 구매의도 및 추천의도, 그리고 관계

식할수록 보다 더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의도 등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공정무역제품에

지각된 소비자 효과성 및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대한 소비자의 개인 및 시장영향력을 검증할 수

신념이 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변수로 볼 수 있다(옥정원,

있고,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2015).

친다는 선행연구(성영애, 2005, 손은지, 2015; 유

구매의도의 경우에는 구매행동이라는 미래행

요안, 2016, 옥정원, 2017)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의 예견적 또는 보완적 측면에서 태도가 행동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 및 관련

으로 이어질 주관적 확률을 의미(Engel et al.,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2007)하는 구매의도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고 있다. 또한 타인에게 좋았던 것을 추천 또는
권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적 행위

가설4: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인 추천의도(정민의, 장양례, 2000)는 구전효과의

개인 영향력은 공정무역제품 자산에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개념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의도는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

가설5: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의존성을 전제로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시장 영향력은 공정무역제품 자산에

대하여 만족을 하게 되면 해당 거래 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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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적으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자기결정성 동기의 3가지 중요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련성과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1. 연구모형

지각된 영향력(개인영향력: PCE, 시장영향력:
PMI), 그리고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을 토대로 개념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그림1). 구체

각된 자산 간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해당 가
설의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 수집 및 조사 설계

본 연구 응답자의 현황(표 1)을 살펴보면 성별
의 경우, 남자 113명(43.9%), 여자 170명(56.1%)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은 기본

로 여성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

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

은 20대(41.2%), 30대(28.4%), 40대(20.8%) 등으

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이들 소비

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수집되었다. 학력의 경우

자들의 전수조사 및 명단 확보 등이 어려움에

응답자의 대략 70%정도가 대학재학 및 대학졸업

따라 비확률표본수집의 편의표본수집방법을 채

의 상태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은 주로 100

택하였다. 20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원 미만(43.6%), 100-200만원(22.8%)로 전체의

약 1달 정도 자기면접식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대략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를 통하여 총 450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

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대상자의 직업군이 학

회수 설문지, 불성실한 답변, 본 연구에 적합하

생과 주부를 대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지 않은 대상 등과 관련된 147부를 제외한 총

짐작할 수 있다.

303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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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성별

연령

직업

빈도(%)
남자
여자
20대

133(43.9)
170(56.1)
125(41.2)

30대
40대

86(28.4)
63(20.8)

50대 이상
학생

29(9.6)
115(37.9)

일반사무직

32(10.6)

판매/서비스직
전업주부
자영업

42(13.9)
79(26.1)
15(4.9)

기타

20(6.6)

내용
결혼

학력

월평균
소득

3.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빈도(%)

기혼
미혼
고졸이하

181(59.7)
122(40.3)
46(15.2)

대학재학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69(22.8)
161(53.1)
27(8.9)

100만원 미만

132(43.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9(22.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9(19.5)
28(9.2)
12(3.9)

500만원 이상

3(1.0)

향력 요소로 이는 개인 영향력과 시장 영향력으
로 구분된다. 지각된 개인 영향력은 Ellen et

상기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은 크게 3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al.,(1991), Peattie(2001), Kim and Choi(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노력이 공정무역제품

첫째, 공정무역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각하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고 있는 자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의 요소로 이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조작적 정의

자율성, 유능성, 관련성의 하위개념으로 구분된

를 내리고 총 3개의 문항을 통하여 리커드 7점

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본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시장 영향력은

연구에서는 Deci와 Ryan(2000), 이명희와 김아영

Leary et al.(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2008), 최수형과 한상필(2012), 이동헌 외(2016),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공정무역 소비의 확산과

옥정원(2017)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율성은

관련하여 개인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

‘공정무역제품의 구매과정에 있어 자기 자신의

킬 수 있다고 믿는 소비자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의사결정 능력 및 의지와 관련된 정도’, 유능성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Roberts(1996), 손은지(2015)

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위에 있

가 제시한 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구 상황에 맞

어 작용하는 정보탐색 및 수용정도, 자기 확신의

게 수정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도’, 관련성은 ‘공정무역제품과 관련된 다른 주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변수인 공정무역제

체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와 선호도 여

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자산은 ‘공정무역제

부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각각 3개의 문

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차별적 우위에 대한 인식

항씩 총 9개의 문항을 리커드 7점 등간척도로

의 정도’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기존 마케팅

측정하였다.

관련 문헌들(Aaker, 1991; Keller, 1993; 이예원,

둘째, 본 연구의 차별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

2009; 옥정원, 2017)의 성과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영

있는 구매의도, 추천의도, 관계의도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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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3개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

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7점척도로 측정하였다.

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SPSS 18.0)을 실시
하여 본 연구의 내생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

Ⅳ. 실증분석

기결정성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세부 9가지 항
목에 대하여 자율성 1개의 문항을 제외한 8개
측정문항, 그리고 외생변수인 개인영향력(3개 문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항), 시장영향력(3개 문항), 자산(3개 문항) 등의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9개 측정문항에 대한 교차 적재값을 추출하였다.

<표 2>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구성개념
(최초/최종)

내
생
변
수

측정항목
(Measurement)

자율성 제품 구매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3/2) 제품 구매결정에 있어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
제품과 관련된 정보탐색을 쉽게 할 수 있음
유능성
제품 구매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3/3)
제품 구매는 나에게 가치 및 의미 있는 일
제품 구매로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음
관련성
제품 구매와 관련된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음
(3/3)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낌
KMO 측도 및 Bartlett 검증(EFA)
적합도 검증(Model Fit; CFA)

외
생
변
수

개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
영향력 소비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3/3)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
시장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이어진다고 생각
영향력 다른 사람의 소비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3) 다른 사람의 제품 구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
자산
(3/3)

적재값
EFA CFA

Alpha

CR

AVE

.844

.847

.734

.915
.900
.880

.90
.81
.84

.820
.764
.852

.90
.92
.92

.908

.917

.787

.848
.841

.83
.87

.915

.906

.764

KMO = 0.856,
χ2=1813.201(df=28, p=0.00)
χ2=33.52(p=0.0097), df=17,
RMR=0.022, GFI=0.97, AGFI=0.94,
NFI=0.99, NNFI=0.99
.880 .75
.849 .84
.870
.876
.704
.805
.910
.900

.92
.79
.91

.893

.896

.743

제품을 계속 구입할 의향이 있음.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음.

.862
.872
.835

.88
.72
.80

.835

.841

.639

해당 제품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의향이 있음.

.753

.87

KMO 측도 및 Bartlett 검증(EFA)
적합도 검증(Model Fit; CFA)

KMO = 0.821,
χ2=1581.836(df=36, p=0.00)
χ2=32.24(p=0.12), df=24,
RMR=0.035, GFI=0.98, AGFI=0.96,
NFI=0.98, NNFI=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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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인적 요인분석(LISREL 8.80)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각 측정항목 적재값 및 적합도지수
등을 확인하고 개념 신뢰도(CR:

Cronbach α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값 이상
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Composite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된 총

Reliability, 보통 07 이상; Nunnally, 1978)와 평

6가지의 변수들 간에 구별을 검증하기 위하여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xted,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한 결과

보통 0.5이상; Fornell and Larcker, 1981)값을 도

평균분산값의 제곱근과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판

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단하는 Fornell과 Larcker(1981)의 방식(AVE 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
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검

곱근 값>상관계수 값)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증의 경우 측정항목들 간 상관관계에 기반을 둔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
자율성

유능성

관련성

개인영향력

시장영향력

자율성

.734

유능성

.378

.787

관련성

.355

.530

.764

개인 영향력

.386

.312

.298

.704

시장 영향력

.298

.243

.311

.343

.743

자산

.164

.248

.155

.363

.415

자산

.639

주) 대각선 행렬은 AVE값.

2. 연구가설 검정

형이 도출되었다. 적합도 지수의 대부분 값들이
권장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가설에

대한

인관관계의

설명력을

확보

위하여 LISREL 8.8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

(Netmeyer et al., 2004; Steiger, 1990)하고 있다

하였다. 전체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고 볼 수 있다.

  =6.99(p=0.072), df=3, RMSEA=0.067, RMR=

구체적인 가설검증은 총 9개의 가설 중에서 1

0.021, GFI=0.99, AGFI=0.95, NFI=0.99, NNFI=

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가설들이 통계적인

0.96, CFI=0.99, IFI=0.99, RFI=0.94 등을 갖는 모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가설검정 결과
제안된 가설
H1

제안된 경로분석

경로계수

t값

결과

H1-1

자율성 → 개인영향력

0.29

5.07

채택**

H1-2

유능성 → 개인영향력

0.14

2.18

채택**

H1-3

관련성 → 개인영향력

0.12

1.95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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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H2-1

자율성 → 시장영향력

0.14

2.27

채택**

H2-2

유능성 → 시장영향력

0.02

0.37

기각

H2-3

관련성 → 시장영향력

0.18

2.87

채택**

H3

개인영향력 → 시장영향력

0.23

3.93

채택**

H4

개인영향력 → 공정무역 제품 자산

0.25

4.62

채택**

H5

시장영향력 → 공정무역 제품 자산

0.33

6.08

채택**

χ2=6.99(p=0.072), df=3, RMSEA=0.067, RMR=0.021, GFI=0.99, AGFI=0.95,
NFI=0.99, NNFI=0.99, CFI=0.99, IFI= 0.99, RFI=0.94
주) *p<0.1, **p<0.05, ***p<0.01

Ⅴ. 결 론

자의 자기결정성을 바탕으로 소비 그 자체의 만
족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소비의 선순환적 지속

1. 요약 및 시사점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자신의 지각된 영향력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이 부분은 본 연구의

본 연구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

실증분석 결과 중에서 유능성의 경우 개인 영향

도형성과 행동의 연결고리에 있어 최근 의문이

력과 시장 영향력에 모두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제기(Nicholls and Lee, 2006; Carrington et al.,

개인 영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장 영향력

2014; Luchs et al., 2010; 유소이, 2012; 이혜미,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능성

2016)되고 있는 태도(attitude)와 행동(behavior)

차원이 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자기

의 갭(gap)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기

친환경 및 윤리적 소비와 연관된 소비자의 지각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기결정성의 3가

된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기존 공정무역의 특성

지 심리적 욕구 중에서 자율성과 지각된 영향력

이 반영된 자기결정성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련

의 인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될 수 있

성)와 영향력, 그리고 성과적 차원의 공정무역

음이 연구결과 밝혀졌는데, 자기결정성의 가장

제품 자산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중요한 심리적 동인인 자율성이 공정무역과 같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

은 윤리적제품의 소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

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며, 해당 소비자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

첫째, 공정무역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자기결
정성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련성)와 공

는 구체적인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무역제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영향력(개인 영향

둘째,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력, 시장 영향력) 간의 인과관계(가설 1, 가설 2)

가 형성할 수 있는 지각된 영향력(개인 영향력,

를 살펴본 결과 유능성과 시장 영향력의 관계(가

시장 영향력) 간에는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형성

설2-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

(가설 3)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정무역제품과

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제품의 구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행동 관련 자산

매 또는 소비와 달리 공정무역제품의 경우 소비

에 영향을 주는 것(가설 4, 가설 5)으로 실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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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지각된 개인 영

개인 영향력 및 시장 영향력 구성개념의 측정항

향력(PCE)에 국한되어 태도와 행동을 설명(Ellen

목을 개발한다면 보다 더 상황적인 요인의 통제

et al, 1991; 김영수, 2010)하기보다는 최근에 등

가 가능한 연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장한 시장 영향력(PMI)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기대된다.

(Leary et al., 2014, 손은지, 2015; 유요안, 2016)

끝으로 본 연구는 공정무역제품에 대하여 형

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비

성되는 소비자의 태도와 갭을 설명하는 탐색적

자가 지각하는 시장 영향력은 보다 직접적으로

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가설의 검증을 확

해당 공정무역 제품의 직접적인 소비 및 관계

장하여 다양한 차원의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

구축과 관련된 행동적 차원의 변수들과 상대적

로 생각된다. 특히, 연구가설의 직접 및 간접효

으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의 검토, 공정무역제품 자산을 설

2.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명할 수 있는 보다 더 객관적인 결과변수의 검
토 등은 향후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의 확보에 있

본 연구는 상기의 실증분석 결과 및 이에 대

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
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본 연구의 내생변수로 작용하는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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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mer Self-Determination Psychological Needs and
Perceived Influence for Fair Trade Products
Ock, Jung-W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erceived marketplace influence(PMI: A belief that recognizes the
effect that an individual's actions will have on the behavior of other consumers in the market and
thus drives them to act on fair trade consumption) of consumers who may act as a more
fundamental explanatory alternative to the gap in attitudes and behaviors of fair trade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 self determination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mpetence, relevance), influence (personal influence,
market influence), and the assets of fair trade product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major psychological needs
related to self-determination, the variables other than competence and the perceived influence
relations of consumers can be directly formed, and th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PC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marketplace influence(PMI). It is also found that the perceived
influence of consumers(PCE, PMI) has an influence on the consumers' perceived equity of Fair
Trade produ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theoretically explain the gap between
consumers' attitudes and behaviors of Fair Trade products, which is a part of ethical consumption,
an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keting strategies.
Key Words: Self-Determination Psychological Needs(autonomy, competence, relevanc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PCE), Perceived Marketplace Influence(PMI), Fair-Trad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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