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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ood

involvement on a purchase intention of local specialty foods within a framework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ased 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involvement, a conceptual model was developed and 4
hypotheses were formulated to test the model. The Hypotheses indicate how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food involvemen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local specialty fo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0
visitors at 2014 Namdo Food Festival and the proposed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ly affected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food-eating involvemen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local specialty foods. The validity of the model for this study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and parsimonious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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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were made.

Keywords

: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Local Specialty Food, Food
Involvement

국문요지 :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동이론의 맥락에서 음식관여도가 지역특산음식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계획행동이론 및 관여도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총 4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각 가설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관여도가 지역특산음식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안된 가설은 201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객 3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비가사적 관여도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여도 추가 전의 계획행동이론과 설명력, 간명적합지수를 비교하여 더 우수한 모형
임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열쇠말 :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지역특산음식, 음식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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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관광활동에 있어서 음식은 더 이상 2차적인 요소가 아닌 1차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로
서 인식되고 있으며(강원발전연구원, 2007; 김수지·황조혜, 2014; Getz & Frisby, 1988).
각 지역의 음식이 지닌 문화적 측면의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부가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06). 정부도 각 지역의 음식을 통한 관광객 유인력 증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음식관광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4),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산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개최 및 브랜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김문명·박규은·이수범, 2014).
따라서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지역별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강원발전
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2010; 민계홍, 2010; 부산발전연구원, 2009), 농촌관광객을

팅 방안(김경희·박덕병, 2013; 김문명 외, 2014;
김영남·서용건·정철, 2011) 등 음식과 관광의 융합 등 음식관광 육성, 음식을 통한 농외
소득 증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었다. 또한, 음식관광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하고자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강조되
어 온 관광객 행동 및 행동의도의 영향요인(Hsu & Huang, 2012)에 대한 논의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박규동·이인성, 2011; 박승현·서용석, 2010; 이덕순, 2013; 이
준엽·권미영, 2009)에서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음식관광행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으로 한 지역특산물 판매전략, 마케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관여도가 행동과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사회심리학, 마케팅, 광고학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 온 관여도
(박승현·서용석, 2010)가 음식관광 행동의 설명에 있어서도 유용한 변수임을 검증했다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편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널리 활용되어 온 계
획행동이론(김승현·엄서호, 1997; 박진경, 2011; 조현익, 2005; Ajzen & Driver, 1992;
Hrubes, Ajzen & Daigle, 2001)이 음식관광분야에 적용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최근의
계획행동이론 관련 연구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이론의 확
장을 통해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성보현·최승담, 2014), 이론의 설명력
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윤설민·신창열·
이충기, 2014). 관여도는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계획행동이론
의 확장변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 , 관광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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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계획행동이론에 대한 정당성은 계획행동이론을 제안한 Ajzen(1991)에 의해 제

념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력 증대를 위한 이론의
변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이영진, 2010), 특정 상황에서 추가된 변수를 통해 인간행동
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광분야에서는 특
정 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추가로 도입하는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계획행동이론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행동의도에 대
한 낮은 설명력(Armitage & Conner, 2001; Rivis & Sheeran, 2003)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한 변수로 그 동안
논의되지 못한 음식관여도를 추가하여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
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계획행동이론, 관여도 등 관련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가설을
기되었다. Ajzen(1991)은 구성개 을

설정하였으며, 201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

편

설을 검증하였다. 한 , 가설검증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
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관광분야에서 지역특산음식 관련 논의
리

른 기후적 차이로 인해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특산물이 생산되
어 왔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음식들이 발달할 수 있었다(문성식, 2012).
이러한 각 지역의 음식들에서는 오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그 지방의 색
깔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순옥·이연정, 2009),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토음식에 대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오고 있다(김은혜·이민아, 2010; 남선
정·박금순, 2011; 박미현·윤희정, 2013).
한편, 지역특산음식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유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향토음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지역특산음식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특산물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풍습 등이 집약된 제품(전영미·안윤수·안옥선·김미희, 2007)으로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
성을 지니는 상품을 의미하는데(김영남 외, 2011), 이중에서 지역특산음식은 지역특산물
중 먹거리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향토음식은 그 지방에서 생
우 나라는 지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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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만든 음식이여야 한다는 특징(유지은·이지현·안성근, 2012; 한억, 1996)
을 지니는 것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에서 ‘지방 특유
의 전통 음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특산물과 향토음식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지역특산음식은 ‘음식 또는 음식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 중 특
정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지역특산물 판매전략(김영남 외, 2011; 김
문명 외, 2014; 박병렬, 2000), 지역특산물 및 향토음식 구매 선택속성, 소비동기에 따른 시
장세분화(김경희·박덕병, 2013; 김동석·박기홍·이보순, 2011; 김영국·서보원·안태홍, 2011),
등 수요측면의 논의에서부터 음식 클러스터 형성요인 및 발달과정 분석(진경혜, 2007), 지역
음식점 현황과 인구 간 상관관계 분석(박연진, 2011), 향토음식점들의 시·공간적 변화 및 관
계분석(박미현·윤희정, 2013) 등 공급측면까지 균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산되는 식

2. 계획행동이론의 확장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Fishbein &

리

Ajzen(1975)의 합 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확장하여 제안

K

려

된 것(Han & im, 2010)으로 인간이 행동을 수행하 는 의도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Lee & Gould, 2012).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을 설명하
기 위한 지배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김명소·김금미·한명석, 2004; 김형석,
2009; 박희랑·한덕웅, 2006; 이재신·김한나, 2008; 이준엽·안태기, 2008; Courneya, 1995;
Lajunen & Räsänen, 2004; Miesen, 2003; Tonglet, Philips, & Read, 2004; Warburton &
Terry, 2000), 특히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rmitage
& Conner, 2001).
하지만, 계획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 3가지 독립변수가
지닌 행동의도에 대한 낮은 설명력(Armitage & Conner, 2001; Rivis & Sheeran, 2003)
으로 인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영재,
2001). 따라서 최근에는 설명력 증대를 위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
인을 추가하거나 구성개념 간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계획행동이론의
1)

된 행동통제감 등으로 설명하고

긍
긍
려운

1) 태도는 특정 행동수행에 대한 개인의 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특정 행동수행에 대해
주 의 영향력 있는
이 지닌 정적 또는 부정적 의 을 의미 .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특정
행동수행이 마나
지 또는 어
지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수준임을 의미 (Ajzen, 1991).

변

얼

집단
쉬운

견

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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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확장(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 경

험(이충기·송학준, 2010; Bagozzi & Warshaw, 1992; Han & Kim, 2010; Lam & Hsu,
2004; Lam & Hsu, 2006; Lee & Back, 2012), 사전지식(이승곤·양승탁·한지훈, 2012;
Sparks & Pan, 2009), 동기(김서연·류기상, 2014; 윤설민 외, 2014; Hsu & Huang, 2012),
이미지(Han & Kim, 2010; Lee & Back, 2012), 즐거움(김흥렬·이태희·윤설민, 2010) 등
미시적·심리적 요인에서 구조적 제약요인 및 사회계층과 같은 외적 환경요인(성보현·최
승담, 2014)까지 관광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관광분야에서 관여도는 목적지 결정과 같은 행동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
되어 왔는데, 계획행동이론의 틀 안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관
여도가 관광객의 음식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박규

승현·서용석, 2010; 이덕순, 2013; 이준엽·권미영, 2009; Long, 2004;
Marshall & Bell, 1996)을 고려할 때,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와 계획행동이
론의 설명력 증대를 위한 확장변수로서 의의를 지닌다.
동·이인성, 2011; 박

3. 음식관여도와 관광행동
회리 야
념 회 단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남민정·조민호, 2012).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중
요성의 정도나 특별한 상황 안에서의 자극에 의한 관심의 정도로 설명(김지은·전종우,
2014; Antil, 1984)되며, 그 정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수
준으로 설명된다(Petty & Cacioppo, 1981). 관광분야에서는 관여도가 목적지를 결정하는
관여도는 사 심 학 분 에서 제안된 개 이며, 사 적 판

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음식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관광활동

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승현·서용석, 2010).
특히, Hall, Camboume, Sharples, Macionis, & Mitchell(2003)의 경우, 음식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음식관광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미식관광(castronomic toursim), 중간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요리관광
(culinary tourism),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관광(rural/urban tourism)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음식관광 또는 음식관광객의 유형을 설정하는데 최근
까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관여도는 환경행동 등 다양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최은진·김영신, 2007; Dominique & Ghislaine, 2004), 소비자 행동, 여가 및 관
광행동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이덕순,
으로 설명되는 음식관광분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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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메뉴선택 등 음식관광행동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박규동·이인성, 2011; 박승현·서용석, 2010; 이덕순, 2013; 이준엽·
권미영, 2009; 전효원, 2011; Bell & Marshall, 2003; Long, 2004; Marshall & Bell,
1996), 특정 음식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관여가 높아야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
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왔는데(Long,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관여도가
지역특산음식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3; 이준 ·권미영, 2009). 구체적으로 음식관여도는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델

[그림 1]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모 을 개발하고(

참조), 관련된 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각 가설은 독립변수와 구매의도 간 영향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및 관여도가 지역특산음식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계획행동이론(TPB)은 행동의도가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윤설민 외, 2014;
Harakeh, Scholet, Vermulst, de Veris, & Engels, 2004). 기존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계획행동이론의 구성개념 간 영향관계는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왔다.
윤설민 외(2014)는 메가이벤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통제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Lee & Back(2012)은 국제회의 참
가의도에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감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도 목적지
이미지와 방문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Han & Kim(2010)은 친환경호
텔 재방문의도에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외에도
만족, 전반적 이미지, 과거경험 등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구매의도 간 영향관
계를 설명하는 가설 1～3을 설정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 2: 주관적 규범은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 3: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 1: 태도는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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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존 연구에서 관여도는 음식관광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박규동·이인성, 2011; 박승현·서용석, 2010; 이덕순, 2013; 이
준엽·권미영, 2009; 전효원, 2011; Bell & Marshall, 2003; Long, 2004; Marshall & Bell,
1996). 연구결과를 일부 살펴보면, 박승현·서용석(2010)은 전북에 음식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데 있어 지속적 관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덕순(2013)은 관
여도가 관광지에서의 음식체험 및 지역음식을 구매하기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설명하였다. Bell & Marshall(2003)은 음식관여도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관여
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음식을 찾기 위한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
다. 관련 연구를 근거로 관여도가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 , 기

가설 4를 설정하였다.

H 4: 관여도는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설문지 구성
포함된 총 5개의 변수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하여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헌연구 및 기존 관련 연구를 바탕
으로 도출되었다(<표 1> 참조). 먼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구매의도의
측정항목은 계획행동이론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성보
현·최승담, 2014; 양은주, 2014; Ajzen, 1991; Ajzen, 2002; Ajzen & Driver, 1992, Doll &
설문지는 가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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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선행연구(박규동·이인성,
2011; 박승현·서용석, 2010; 이덕순, 2013; 이준엽·권미영, 2009; 전효원, 2011; Bell &
Marshall, 2003)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항목을 검토하여 11개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Ajzen, 1992). 음식관여도의 측정 목은 음식관광 행동 관련

변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구매의도

관여도

인구통계

항목

선행연구

좋다고 생각한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지역특산음식을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구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줄 것이다.
가족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친구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성보현․최승담(2014),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양은주(2014),
지인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Ajzen,(1991; 2002)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Ajzen & Driver(1992),
여행 중 언제든지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Doll & Ajzen, (1992)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여행 중
지역특산음식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구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향후
여행에서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일상의 여러 가지 결정 중 음식선택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평소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다.
내가 먹거나, 먹게 될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긴다
여행 중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먹을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이덕순(2013),
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아 하는 편이다.
전효원(2011),
Bell & Marshall(2003)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식사 테이블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장보기를 자주하는 편이다
나는 평소 식사 후 정리를 자주 한다
음식의 맛에 대해 평가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한다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가구 월소득
내

념
응답

항 들 리커트 척 = 혀 그렇 않 =
항들 척

= 그렇다)

주: 연구모형 구성개 을 측정하는 목 은
5점 도(1 전
지 다, 3 보통, 5 매우
로 측정하였고,
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목 은 명목 도로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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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변수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태도는 지역특산음
식 구매행동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긍적적 또는 부정적 평가,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지
역특산음식 구매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 지각된 행동통
제감은 개인이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지각하는 수준임.
관여도는 음식, 요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가사적인 일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또
는 중요도의 정도를 의미함.
한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담양군에서 개최된 ‘2014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으며, 행사 장 내에서 판매되는
각 지역의 특산음식 중 하나 이상을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 따라서 표본추
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연구자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 또는 판단을 통해 표본
을 추출(이충기, 2011)하게 되는 목적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과 성별 등 음식관여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응답자의 특성이 고
르게 분포하도록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원들은 사전에 교육 및 훈련된 전주
에 소재한 J대학 관광경영학과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을 완성한 응답자들에
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376부의 설문지가 배포 및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340부의 유효표본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각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은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1～4의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설문조사는 전라남도

2)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획행동모형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명적합지수
를 통한 모형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충 송
‘ 거험
없

W

2) 다수의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연구(이 기· 학준, 2010; Bagozzi & arshaw, 1992; Lam & Hsu, 2004;
Lam & Hsu, 2006; iesen, 2003)에서 과 경 ’을 추가 수로 하여 행동의도의 설명력을 높여(성보 ·최
, 2014)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는 의미가 다고 판 하였음. 따라서 과 경 ’의 영향력을 최대한
동 하게 통제하고자 행사장에서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한 방문객 만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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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효표본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성별, 결혼여부, 연령, 가구 월 소득, 학력
등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응답자의 특성이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어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다(<표 2> 참조).
<표 2> 표본의 특성
총 340부의 유

구분

성별

혼

결
여부

령

연

남
여
미
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혼
혼

빈도 비율(%)
164
176
74
266
53
65
87
69
66

48.2
51.8
21.8
78.2
15.6
19.1
25.6
20.3
19.4

구분

학력

가구

월소득

대학원 이상
대학교
대 및대
고등학교 이하
500만원 이상
400만원 대
300만원 대
200만원 대
200만원 미만

졸
초 졸 재
졸

빈도 비율(%)
27
90
103
120
58
66
90
69
57

7.9
26.5
30.3
35.3
17.1
19.4
26.5
20.3
16.7

2.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념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
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분석되었다(<표 3> 참조).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Varimex 방식에 따른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아이겐값(Eigenvalues)이 1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EFA를 통해 총
6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공통성 및 요인적재치의 기준인 .4(이충기, 2011)에 미치지 못
하는 한 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다음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이 낮
은 항목들을 먼저 제거한 후 다중상관제곱(SMC)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과 관련된 구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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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²/ 절대적합지수(GFI,
RMR, RMSEA), 증분적합지수(NFI, TLI, CFI) 등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적합지수
대부분이 양호한 수준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구성개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 df,
3)

요인

타당성
신뢰성
EFA
CFA 크론
적재치 공통성 적재치 (C.AVER.) 바하α

설문항목

좋다고 생각한다.
.741 .664 .728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
.655 .680 .809 .756
지역특산음식을
태도
긍
정적으로 생각한다.
.789 .686 .746
.872
구매하는 것
가치가 있는 일이다.
.678 .664 .766 (.939)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724 .658 .768
가족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795 .697 .736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790 .707 .776
주관적 친구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787 .656 .771 .718
.903
규범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694 .650 .757 (.939)
지인들은 내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624 .677 .790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다.
.623 .673 .800
여행 중 언제든지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801 .657 .776
지각된
충
분한 경제력이 있다.
.679 .632 .638 .533
여행 중
행동
.755
지역특산음식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
.699 .635 .561 (.816)
통제감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759 .543 .500
일상의 여러 가지 결정 중 음식선택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800 .693 .790
.794 .729 .790 .567
비 평소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가사적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다.
.769 .698 .819
.842
(.797)
관여 내가 먹거나, 먹게 될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긴다
.583 .526
여행 중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먹을 음식에 관한 것이다
.453 .498
식사 후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아 하는 편이다.
.806 .709 .657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796 .700 .771
가사적 식사 테이블이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690 .608 .678 .463
.739
관여 장보기를 자주하는 편이다
.567 .519
(.720)
나는 평소 식사 후 정리를 자주 한다
.473 .416
음식의 맛에 대해 평가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392 .419
구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672 .713 .839 .802
나는 향후
구매
여행에서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76 .747 .862
.894
의도
지역특산음식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724 .806 .870 (.927)
EFA : 누적분산설명력=67.061, KMO= .916, 구형성검정치=5310.860(df=351, Sig.=.000)임
CFA : χ²/df=2.10, RMSEA= .058, RMR= .045, GFI=.892, NFI= .903, TLI= .935, CFI= .947 임
**

**

4)

**

**

*

거 항목,

주 : *는 EFA시 제 된

**

C

거 항목임

는 FA시 제 된

²/ =
값

C=
달
달

M=

M =
표 재 C C
변 므 거 않았
꼭필 항 일

3) 적합도 지수 권장기준: χ df 3이하, GFI, NFI, TLI, FI .9이상, R R .05이하, R SEA .08이하
4) 가사적 관여도의 경우, AVE 이 .463으로 기준치에 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적 치, .R., ronbach’s
alpha 등이 기준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성하기 위한 주요 수이 로 제 하지
음. 관
련하여, 우
(2012)은 기준치는 권장 수치이며,
이하라고 해도 연구에
요한 목 경우, 이유를

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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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표준적재치,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도 대부
분 기준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우종필, 2012). 신뢰성 분석결
과에서도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7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치인
.6이상(이학식·임지훈, 2011)을 충족하므로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각 측정항목
을 검토하여 관여도의 하위요인을 각각 ‘비가사적 관여’, ‘가사적 관여’로 명명하였다.
한편, 측정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측정항목 간 상관계수가 .308
～ .684 사이로 나타나 권장수준인 .85이내(Kline, 2005)를 충족하고 있으며, 각 측정항목
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계수, 2007). 따라서 각 측정도구들은 별개의 구성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측정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또한, 각 측정 목의
5)

구분

태도

태도

1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비가사적 관여도
가사적 관여도
구매의도

**

<

주: p 0.01, ( )의

주관적 지각된 비가사적 가사적 참여 AVE
규범 행동통제감 관여도 관여도 의도
.756

.684**(.468)
1
.487**(.237) .540**(.292)
1
.466**(.217) .329**(.108) .596**(.355)
1
.462**(.213) .403**(.162) .308**(.095) .350**(.123)
**

**

**

**

.718
.533
.567
.463

1
**

.669 (.448) .587 (.345) .324 (.105) .593 (.352) .376 (.141)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1

.802

4. 가설검증
～
표 =
델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RMSEA, TLI, CFI 등(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과 χ²/df도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가설 1～3이 지지되었으며, 가설 4는 비가사적 관여도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각 변수별로는 지각된 행동통제감(β=.552), 비가사적 관여도(β=.287), 태도(β=.191), 주
관적 규범(β=.186) 순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본 연구의 가설 1 4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본(N 340)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

용
표 재

좋

명시한 후 사 하는 것이 다고 하였음.
5) 권장기준 : 준적 치 및 평 분산추 지수(AVE) .5이상, 개 신 도( .R.) .7이상)

균

출

=

념뢰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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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존

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의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재

현 승담, 2014; 윤설민, 2012; Ajzen & Driver, 1992;
Dzewaltowski, Noble, & Shaw, 1990; Gatch & Kendzierski, 1990)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비가사적 관여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
사적 관여도와 구매의도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특산음식의 구매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거지, 장보기, 식사준비 등 가사
적 관여도 보다는 평소 음식에 대한 관심, 요리하는 것에 대한 흥미 등 비가사적 관여도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구매의도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기존 계획행동이론 및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연구(김흥렬 외, 2010; 손영곤·이병관,
2012; Ajzen, 1991; Armitage & Conner, 2001; Hausenblas, Carron, & Mack, 1997;
O’keefe, 2002)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표 5>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의 결과(김영 , 2001; 성보 ·최

H1
H2
H3
H4-1
H4-2

<

주: *p 0.05,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구매의도
주관적 규범 → 구매의도
지각된 행동통제감 → 구매의도
비가사적 관여도 → 구매의도
가사적 관여도 → 구매의도
태도

**

<

²/ =

M =

=

p 0.01, χ df 2.750, R SEA .072, TLI .908,

t

.191

.083

2.319*

.186

.074

2.526*

.522

.111

4.701**

.287

.040

7.240**

-.035

.044

-.786

CFI= .923

5.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의 확장된 계획행동모형(ETPB)과 관여도 추가 전의 계획행동모형(TPB)을 비

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간명적합지수(PGFI, PNFI, PCFI), χ
²/df 및 다중상관제곱값(SMC)을 활용하였다 .
간명적합지수는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적합한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판
교하여 어

6)

6)

변수의 추가로 인한 설명력 증대만으로는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모형
비교 시 참고해야할 지수로 권장되고 있는 χ²/df, PGFI, PNFI, PCFI, 등과 같은 간명적합지수(우종필, 2012)
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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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으며, χ²/df도 3이하면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낮을수록 더욱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경로분석에서 종속변수의 다중
상관제곱값(SMC)은 회귀분석에서 제시하는 R 와 같은 것(송지준, 2012)으로 연구모형이
지닌 설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성보현, 2014).
이를 토대로 다음 <표 6>의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모형(ETPB)의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행동모형
(TPB)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
2

구분
ETPB
TPB

간명적합지수
PNFI

PGFI
.607
.646

.742
.742

PCFI
.774
.763

χ

²/df

SMC

2.750
2.918

.867
.766

= .891, TLI=.908, CFI=.923 RMR= .046, RMESA= .072 등이며,
= CFI=.943 RMR= .026, RMESA= .075 임.

주: ETPB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GFI

=

TPB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GFI .899, TLI .930,

V. 결 론
변수로 음식관여도를 추가하여 지역특
산음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특산음식, 계획행동이론, 관여도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근간으로 총 4개의 가설이 설정되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한

었으며, 201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설
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3이 지지되었으며, 음식관여도는 하위

두 개 요인 중 비가사적 관

여도만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편

다. 한 , 지역특산음식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인

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김영재, 2001; 성보현·최승담, 2014; 윤설민, 2012;
Ajzen & Driver, 1992; Dzewaltowski et al., 1990; Gatch & Kendzierski, 1990)하였다.
한편, 비가사적 관여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
사적 관여도와 구매의도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특산음식의 구매가 평
것으로 나타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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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 음식에 대한 관심, 요 하는 것에 대한 흥미 등 비가사적 관여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

고 있을 개연성으로 추론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여도 추가 전의 계획행동모형과 적합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관여도 추가 전의

% 정도 향상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간명적합지수도 상대
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본
계획행동모형 보다 10

연구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임이 검증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론적·실증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위한

변수로 음식관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나타나고 있는 관여도를 추가하여 관광객의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이 이루어지는

념

의사결정과정을 개 적·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향상된 설명력을 제시

함 써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하고 간명적합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 으로

비가사적 관여도가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러

재와 같은 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마케팅 표적시장이 주부 또는 여성 집단에 집중될
수 있는데, 향후 관여도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비가사적 관여도와 같이 평소 음식,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가사적 관여도 보다
낮지만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특산음식의 구입동기가 대부분 품질
에 대한 신뢰(백남길, 2012)에서 비롯되므로 구매자들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
지역특산음식의 구매에 대한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축제의 개최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다수의 축제참가자들이 설문지에 가격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산음식 구매행동을 이해
하는데 있어 일부 한계를 지니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는 실
증분석을 2014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축제 이외에도 식당,
전통시장 등 지역특산음식 판매장소에 따른 유형별 방문객 집단 등 조사대상의 확대가 지
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추가변수로 설정된 음식관여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연구자 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음식관여도 측정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데, 이 한 결과는 각 지역의 특산음식 또는 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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