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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사회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기업경쟁력
을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기업의 소
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인증마크부착제품
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와 기업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인증기업 입장에서는 소
비자중심경영 평가를 통해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
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며, 인증 획득 후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초창기로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제
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제도
의 실질적 수혜자인 소비자,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 주체이자 평가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 그리고 평가의 주체인 평가위원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
에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세 주체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보
완점을 도출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제안을 연구목적으
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알아보고, 인증기업과 평가위원 대상의 메타평가 구성
요소별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 대상
의 온라인설문조사, 인증기업 대상의 혼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온라인설문조
사와 심층면접,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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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인증마크에 대한 소
비자 인지도보다 이해도가 더 낮아 인증마크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
을 통해 인증마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활동이 시급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었다. 또한 인증마크를 본 경험이 있고, 인증마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인증
부착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인증
마크와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인증마크의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가 높아지면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와 소비자교육을 시행한다면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
며, 이를 기반으로 인증마크와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향상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기업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증을 획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획득 후 소비자중심경영 업무 개선 성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한 인증기업은 평가위원에 대해 신뢰하고,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과정과 평가방법이 공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의 명료성, 
기업 특성 반영의 충분성 등에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증기
업들은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며 이에 대해 수용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보고서
가 충실히 작성되었으며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고 인센티브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평
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셋째,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를 통해 소
비자가 기업을 신뢰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게 되면 소비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인증기업이 본 인증제도에 대해 기업 내
부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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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확대된 시각으로, 이는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지향해야 할 비
전이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을 통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주권 실현’임을 시사한다. 평가위원들 역시 인증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점검하며 소비자중심경
영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여 본 인증제도의 성과 달성이 적절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평가자질을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들 조차도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
가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갖추도
록 평가위원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위
원들 역시 인증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의 의미가 모호하고 기
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이 기업의 사업형태, 규모, 업종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조사 결과, 인증기업과 평가위원 대상의 조사와 면접 결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사항은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
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제도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
의 여러 인증제도와의 협업, 연령대별 적정 매체 활용, 인증기업의 소비자 접점채
널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증제도를 홍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인증제도와 동반성
장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CP제도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으로 CP등급평가 기업이 395개로 CP등
급평가제도와 협업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할 경우 CP 등급평가시 가산
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CP등급평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과 협
업하여 합의점을 모색한다면 522개의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도 홍보 방안 두 번째로 연령대별 적정 매체를 활용을 들 수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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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인증마크와 인증기업 신뢰도가 낮고 인증부착제품 구매의
도가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인증제도에 대한 입소문 홍보를 시
행한다면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워블로
거들이나 인기 트위터들을 ‘2030 CCM 홍보대사’로 위촉하거나 다른 직업 대비 
인증마크와 인증기업 신뢰도가 높고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가 높았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에 인증부착제품 합동판매부스를 제작하여 판매촉진 활동을 시
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인증부착제품의 구매율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도 홍보 방안 마지막으로 인증기업의 소비자 접점채널 활용을 제안한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가장 많이 접한 경로는 
‘제품에 부착된 형태’이었다. 기업의 경우 소비자와 접하는 다양한 채널이 확보되
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도를 홍보한다면 홍보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들이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인증마크를 많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두 번째,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로 인증제도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을 통해 인증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소
비자교육과 정보제공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소비자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
체의 통합조직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의회(OCAP)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 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
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인증제도의 장기목표를 수립하
고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인증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
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 관련 근거조항 신설을 포함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
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주체들이 협조하여 조속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
행하여 인증제도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항시 제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네 번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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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부문은 ‘평가’이다. 평가의 공
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의 중요
도와 분량을 조절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업 특
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평가 주체인 평가위원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의 평가이력을 관리하고, 평
가위원 교육을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평가위원 이력관리를 통한 맞춤교육을 시
행해야 한다. 특히 피평가 기업 대상의 평가위원 평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평
가위원의 평가지질과 전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지표의 의미가 모호하고 일률적이라는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사업형태, 규모, 업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평가지표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정성적 지료와 정량적 지표의 균형적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업간 동반성
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추진 등
을 제안한다.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간 동반성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인증기업들이 인증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인
증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토대로 인증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확
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인증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적 동기로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인증 획득을 위해 노
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학계와 협업하여 기업의 최
고경영자 대상의 포럼 개최, 기업 임직원 대상의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의 주체이자,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대상인 기업들
이 보다 많이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해야 한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증제도가 많은 기업에게 확산되어 많은 기업들이 인증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그
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이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인센티브로 제안한 것
들 중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인증기업 발표 및 홍보, 우수 인증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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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상 확대, 해외 우수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벤치마킹, 소비자중심경영 교
육 및 훈련,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인증기업 대상의 외부 특강 시행 등
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실무적 측면, 후속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실무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인증제도의 운영은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의 몫이다. 제도를 신설한 주관

기관의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운영되는 제도는 제도를 위한 제도이며,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장
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를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
을 시행하여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제도의 홍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홍보 예산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다양한 소비자 관련 주체와 협업
하여 인증제도 관련 소비자 정보제공과 소비자 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증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하거나 이미 실
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알고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에게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
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는 제도이므
로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평가’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명
확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
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소비자중심
경영 평가의 구성요소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
고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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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유용한 것으
로 입증되었다. 이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
선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 금융, 식품·전자 제조업, 전자상거
래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서비스 
등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소비자피해가 큰 업종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
천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다섯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경우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기업 내부적
인 소비자중심경영 마인드 함양과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의미를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소
비자중심경영의 현황을 점검하는 반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러므로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단지 하나의 수상·인증제도
로 치부하거나 규제기관 순응을 위해 강압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의 하나로 
인식하기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거시적 차원
에서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영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인식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평가에 임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일차적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지만, 인증기업 역시 인증제도를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할 책임이 있다. 인증기업별로 인증에 대한 홍보와 인증마크 활용
에 있어서 편차가 컸는데 인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인증기업을 벤
치마킹하여 모든 인증기업이 인증에 대해 홍보하고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인증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여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활용하여 인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관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
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가 향상되어야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형성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다. 

후속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살펴보았으나 아직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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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구매시 활용도가 낮아서 인증부착제품의 영향요인을 밝힐 수 없는 한계
가 있었다. 적정시간 경과 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측
정하여 인증부착제품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인식에 대해 보다 폭넓
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
과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한 첫 실증적 연구로 의의가 있
지만, 본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신뢰도 외에 다른 영향 요인을 밝히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인증기업 
대상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인증기업의 시각과 입장만 반영
되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인증 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 대상
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인증획득의향 등을 측정하
여 인증제도의 현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은 무엇이며,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기업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향후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목표와 비전도 함께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
으로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도했다는 점과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뿐만 아
니라 소비자 신뢰와 구매의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측면
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전반에 대해 인증기업과 평
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인증제도의 평가 구성요소별 개선사항과 보
완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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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

의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가 기본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목
표의식을 가지고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전파·확산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이해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
련된 모든 주체들인 정부 기관, 기업, 소비자학계와 소비자단체의 상호 협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어 :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마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메타평가,
        메타평가(Meta-evaluation/ Metaevaluation).         
           
학  번 : 2008-3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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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현대사회는 소비자중심의 사회이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를 공유·생성할 수 있는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
재로 부상하였다. 이런 소비자의 변화는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도 소비자중심적으
로 변화시켰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을 실천하도록 추동하
였다.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소비자중심적으로 변모하는 것과 
같이 정부도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비전을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소비자중
심경영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
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공정거래위
원회, 2013a).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
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
다1). 이 제도는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
상인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많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권익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2)으로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
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자중심적인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잘 기획된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간단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보전달 효율성이 높고, 기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이 된다(장학민, 
2006; Jahn 외, 2005; 김성숙, 2008). 또한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인증제도는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홈페이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개요, 
   http://www.kca.go.kr/wpge/m_210/ccm1100.do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홈페이지, 인증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http://www.kca.go.kr/wpge/m_210/ccm11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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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내 여러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oiral & Roy, 2007; 류태모 외, 2013).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소비자는 이 인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이 기업이 생산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긍
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와 기업이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있
어야 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본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토대로 기업은 소비
자중심경영을 실천하며 이 인증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소비자는 이 인증과 인
증기업을 신뢰하여 인증부착제품에 대해 구매의도를 가지게 될 때 인증제도의 효
과가 창출되고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초창기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
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
르면 본 인증제도의 소비자인지도는 7.7%로 나타났는데(한국소비자원, 2013b) 이
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증제도인 HACCP에 대한 2013년 소비자 인
지도가 47%인 것(김종도, 201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시행기간은 3년, HACCP은 199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20년 된 
제도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의 절대적 인지도를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소비
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창안된 이후에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
소비자교육지원센터, 2014)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객관적인 평가결
과를 토대로 제시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안 도출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
해도, 신뢰도와 구매의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본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인증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본 인증에 대한 소비자반응이나 소비자인식에 대한 실증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인증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홍보 시행을 위
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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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제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는 제도로 관련 주체가 소비자, 기업, 평가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이 실천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매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수혜자이고,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 주체이자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피
평가 대상이며, 평가위원은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주체이다. 이렇듯 소비자중심경
영 인증제도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제도
의 여러 주체의 관점에서 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메타평가에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주요 주체인 소비자, 인증기
업, 평가위원 대상의 메타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 인증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증제
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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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내용 및 의의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세 주체인 소비자, 인증기업, 평가위원 
대상의 메타평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현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각 주체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파악하고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하
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본
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전반에 대
해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셋
째,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
가를 시행하여 평가 주체의 관점에서 본 인증제도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시도하는 첫 실증적 연구로서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
과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첫 실증적 연구라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질적 주체
이자 피평가 대상인 인증기업, 평가의 주체인 평가위원 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의 주요 주체들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제도의 현위치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한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셋째, 인
증기업 대상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동기와 성과를 파악
하여 인증제도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인증제도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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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 제1절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과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인증제도의 의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메타평가의 개념, 방법론
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제 1 절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경영전략과 기법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활동을 실천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과 관련
된 다양한 명칭과 개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
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지향경
영, 소비자친화경영, 소비자중심마케팅, 고객중심마케팅과 고객중심경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소비자를 경영활동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전략 또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이 없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용어가 등장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인증제도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정거
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및 생산, 판
매에 이르기까지 가치 창출의 주요 활동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
동’이라고 정의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이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
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임을 알 수 있다. 김인숙·정연희(2012)는 소비
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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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 개선
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에 소비자의 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불만
을 소비자만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소비자권리 증진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경영의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p.13). 김인숙·정연희(2012)는 소비자
중심경영의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소비자의 만족과 권리 
증진,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앞선 공정거래위원
회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전술한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보면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기업경영활동에 VOC를 반영하여 제품·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하여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만족을 통해 소비자
권리 증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을 도출한 황진주·여정성(2014)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중
심경영의 개념을 “지속 가능한 이윤창출을 위해 기업이 제품개발 전 과정뿐만 아
니라 제품판매이후에도 소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와 생
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활동”(p.73)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 역시 기업의 제품개발 업무 프로세스 관점에서 경영활동들을 나열한 방식이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중심경영 개념에 소비자학의 학문적 목적과 기
업의 기본적 이윤창출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이윤창출을 
단기적이나 단발적인 관점에서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영속적인 차원에서 ‘지속 가
능한 이윤창출’이라고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중심경영의 특성상 장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현실
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국외 연구로는 Brian(2009)의 소비자중심(Consumer centricity)에 대한 연구, 
Niininen(2007)의 소비자중심마케팅(Consumer centric marketing)에 대한 연
구가 있다. 소비자중심에 대한 연구와 소비자중심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마케팅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소비자중심마케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개념과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소비자중심과 소비자중심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비
자중심경영의 유사개념을 살펴볼 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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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 개념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한 개념에는 소비자지향경영, 소비자친화경영, 소비자중
심마케팅, 고객중심마케팅과 고객중심경영 등이 있다. 소비자지향경영은 소비자중
심경영 이전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친화경영은 소비자중심경영과 그 의미
가 유사하고 소비자·고객중심마케팅이나 경영은 경영학이나 마케팅 관점의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1) 소비자지향경영과 소비자친화경영

사전적 개념으로 ‘중심’은 “1) 사물의 한가운데, 2)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
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그러므로 ‘소비
자중심’은 소비자와 다른 주체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그 관계와의 상
호작용 활동에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기본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소비자중심이라는 의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소비자
를 출발점으로 삼고 소비자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모든 경영활동의 중심에 소비자
를 위치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업협장이나 학계에서 흔히 사용하던 ‘소비자지향’과 대별되는 개념이
다. 사전적 의미로 ‘지향’은 “1)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 쪽으로 쏠리는 의지, 2) 의식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 일”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소비자지향’이라는 관점은 
기업이 소비자를 객체로서 바라보고 소비자를 향하는 관점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소비자중심은 소비자지향 관점보다 진화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
진주·여정성, 2014). 지향과 중심의 차이를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설명해보자면, 
기업이 과거에 혁신전략으로 추구하던 고객만족경영은 소비자중심적인 관점이라
기보다 소비자지향적인 관점에 해당된다. 고객만족경영은 소비자의 구매활동 이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소비자불만에 대한 관리와 개선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따
라서 고객만족경영에서 소비자는 기업 경영의 주체라기보다 객체로 간주된다. 소
비자와 기업의 거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불만은 제
품·서비스에 대한 구매 후의 평가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은 기
존의 고객만족경영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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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이 소비자중심은 소비자지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소비자지향에서 소
비자중심으로의 전환은 일종의 진화 관계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중심과 유사한 개념인 소비자지향과 소비자지향경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영화와 황정선(1995)은 소비자 지향적 기업 경영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 
지향적 경영의 개념을 “기본적인 소비자권리를 확보해주는 소비자안전 도모, 거
래적정화, 계량규격의 적정화, 소비자역량제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부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시장지향적인 고차원활동(시장정보의 수집-확
산-대응)을 포함하는 고객만족 경영적 사고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중시하며 소비
자만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p.26). 이 연구가 시행된 시기인 
1995년 당시에는 정부의 소비자정책 기조가 소비자보호였으며 이 시기에는 소비
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정비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노영화와 황정선(1995)의 연구는 소비자권리 확보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념을 포함하여 소비자지향적인 기업 경영의 개념을 
정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보호는 정부의 정책활동이나 기업의 경영활
동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에서도 소
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한 기본 가치이다. 

김기옥 외(2010)는 국내 대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자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소비자 지향적 기업 활동이란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고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소비자
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p.6).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인식이 소비자지향적 기업 활동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아 외(2011)는 소비자친화 관점은 “제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
자만족’ 외에 고객을 이해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
자중심’적 사고를 통합한 개념”으로 소비자친화경영의 개념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경아 외, 2011, p.18). 소비자친화경
영의 개념은 기존 소비자지향경영의 개념에서 ‘소비자중심’이라는 가치가 추가되
었으며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재구성하며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자친화경영에 대한 연구시기와 소비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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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증제도가 시작된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정의와 소비자친화경영의 개념정의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소비자지향·소비자친환경영의 주요 내
용을 다음 <표 2-1>에 정리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지향경영과 소비자친환적인 경영을 아우르는 개념으
로 소비자중심경영의 구성요소에는 소비자권리 보호, 소비자중심(소비자최우선),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 파악, 지속개선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1> 소비자지향경영과 소비자친화경영의 정의 및 기본 요소

구 분 연구자 정 의 기본 요소

소비자
지향
경영

노영화
황정선
(1995)

· 기본적인 소비자권리를 확보해주는 소비자
  안전 도모, 거래적정화, 계량규격의 적정화, 
  소비자역량제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부터 소비자를 만족
  시키는 시장지향적인 고차원활동(시장정보의 
  수집-확산-대응)을 포함하는 고객만족 경영적 
  사고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중시하며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

·소비자권리보호
·시장지향 활동
·고객만족 경영
·소비자만족

김기옥 외
(2010)

·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욕구
  를 파악하고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것

·소비자의
 욕구·요구 파악
·소비자 최우선

소비자
친화
경영

이경아 외
(2011)

[소비자친화관점]
· 제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만족’ 
  외에 고객을 이해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중심’적 사고를
  통합한 개념

·소비자만족
·고객니즈 충족,
 이해의 과정
·기업 활동을
 소비자중심으로
 구성
·지속개선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

 * 출처 : 노영화·황정선(1995), 김기옥(2010), 이경아 외(2011)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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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마케팅

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고객(customer)이
라고 칭한다.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고객은 특정 기업의 타겟 소비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은 소비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객중심마케팅
이나 고객중심경영도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마케팅(Comsumer Centric Marketing)은 CRM를 위해 고안된 기
술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Varey, 2004; Daniel 외, 2003; O'Leary 외, 
2004),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마케팅 철학이다(Wright 외, 2002a; 
Niininen, 2007). 소비자중심마케팅을 통해 기업은 고객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할 수 있으며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Maney 외, 2002). 또
한 고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고객이 제품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여 궁극적으로 기업이 통합된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aulin 외, 
2000; Sheth 외, 2000). 기업은 소비자중심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기업이 소비자를 알아가고 소비자를 트래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에게 맞
춰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시장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Wright 외, 2002b; Niininen, 2007). 

소비자중심마케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
자 중심적인 제품 개발이란 개발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여 소비자 맞춤적인 제
품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경영학과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 본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잘 이해해야 소비자 중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지만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로 이어졌으며 이는 또 다른 소비자문제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은 소비자 개인정보부터 다
양한 소비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준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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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마케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비자중심성’(Consumer Centricity)이
란 개념이 있는데, 이에 대해 Ross(2009)는 “소비자중심성이란 경쟁자보다 목표 
소비자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가격, 구매환경
에 대한 경험과 마케팅 등의 모든 가치 제안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다”라고 정의하였다(Ross, 2009, p.450). 

Ross(2009)의 주장도 Niininen( 2007)의 주장과 같이 기업이 목표하는 소비자
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이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것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조정
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성의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중심마케팅과 소
비자중심성에 대해 다음 <표 2-2>에 정리하였다. 

<표 2-2> 소비자중심마케팅의 정의

구 분 연구자 정 의

소비자중심마케팅
(Consumer 

Centric
Marketing)

Niininen
(2007)

·CRM을 토대로 소비자와 정기적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하며 소비자가 
 제품개발에 참여하여 소비자 맞춤(Customized)
 제품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치창출에 집중함.

소비자중심성
(Consumer 
Centricity)

Ross
(2009)

·경쟁자보다 목표소비자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가격, 구매환경에 대한 
 경험과 마케팅 등의 모든 가치 제안을  조정하는 것.

   * 출처 : Niininen(2007), Ross(2009)의 내용을 정리함.

3) 고객중심마케팅과 고객중심경영

소비자중심경영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객중심경영과 고객중심마케팅이 있다. 이
는 앞서 살펴본 소비자중심마케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분야에
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고객중심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철(2006)은 고객중심경영과 고객중심마케팅에 대해 정의했으며, Mathies 외
(2013)는 고객중심마케팅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철(2006)에 의하면 고객중심경영
이념은 “목표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찾아서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고객만족의 결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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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목표인 이익극대화를 달성하려는 경영이념”(p.10)이다. 그러므로 고객중심경
영은 고객중심적인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최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이익극대화를 달
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철(2006)은 고객중심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했는데, 고객중심마케팅
은 “고객의 욕구만족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
로 고객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조정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p.18). 고객중심마케팅의 정의는 고객중심경영의 정의와 유사하며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의 고객중심마
케팅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연구는 김규배와 김병구(2013)의 연구로 이 연구는 
특정 백화점의 고객중심경영에 대한 Case Study이다. 이 연구에서 김규배와 김
병구(2013)는 고객중심마케팅의 개념을 “고객 이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가
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과 경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방식”(p.1034)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과거의 고객중심경영 
개념에 비해, 기업경영의 목적이 단순한 이익극대화나 조직목표 달성이 아니라 
고객에게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Mathies 외(2013)는 고객중심마케팅(Customer Centric Marketing)과 수익경
영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중심마케팅은 ‘현재 고객과 잠재고객의 고객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CRM, 고
객로열티 프로그램 등의 마케팅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이
는 앞서 Niininen(2007)이 설명한 소비자중심마케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 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목표 소비자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상기에서 살펴본 고객중심경영과 고객중심마케팅의 개념 정의에 대해 다음 
<표 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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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고객중심마케팅의 정의

구 분 연구자 정 의

고객중심경영

이철
(2006)

·목표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찾아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최대화, 이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

김규배
김병구
(2013)

·고객 이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케팅과 경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방식

고객중심마케팅
(customer-

centric
marketing)

이철
(2006)

·고객중심마케팅 : 고객의 욕구만족을 기반으로 전사적
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통합되고 조정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

Mathies
Gudergan  

Wang
(2013)

·현재 고객과 잠재고객의 고객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

  * 출처 : 이철(2006), 김규배·김병구(2013), Mathies & Gudergan & Wang(2013)의 
    내용을 정리함.

전술한 연구들이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개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Shah 외(2006)는 기존의 제품중심 접근방법(Product-Centric Approach)이 고
객중심접근법(Customer-Centric Approach)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면서 조직
문화, 조직구조, 프로세스, 재무 지표 등의 기업경영의 주요요소들이 고객 중심적
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2-1>참조). 조직문화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업무양식 등을 일컫는 용어로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
는 것이다. 고객중심적인 조직문화는 직원들이 고객의 대변자·옹호자(Customer 
Advocates)가 되어 고객옹호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중심적인 조직문화
가 형성될 수 있다(Deshpandé 외, 1993). 조직구조는 최상의 고객가치를 전달하
기 위해 조직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 구조 역시 고객중심적으
로 변화해야 한다(Shah 외, 2006). 특히 업무 프로세스가 고객 중심적으로 변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 수립시 고객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고객중
심적인 기업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합·관리하여 데이
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고, 이런 기업의 활동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Payne & Frow, 2005). 



- 14 -

<그림 2-1> 고객중심 실천을 위한 조직, 문화, 프로세스, 재무구조의 변화 

 

* 출처 : Shah 외(2006).

기업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중심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Shah 외
(2006)의 설명과 같이 제품 중심적인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등을 소비자 중
심적으로 재구성하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Payne과  
Frow(2005)의 주장과 같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시 소비자 전략도 함께 수립해
야 하며,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합하여 관리하여 
VOC를 경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영 전반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이 가능해지
는 것이다.   

3.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

시장의 중요한 두 주체인 소비자와 기업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
며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이다.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향상 등으로 기업은 소비자
중심경영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소비자중심경
영의 필요성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기술환경의 변화이다. ICT가 발전되어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현명한 소비자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뉴미디어가 등장하였고, 이런 뉴미디어는 개인과 집단
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ICT의 발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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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소비자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성
을 증대시켰다(박흥수 외, 2014). 

두 번째, 소비자의 역할 변화이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확
대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를 확
보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참
여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역할을 변화시켰다(Prahalad & Ramaswamy, 2004; 
Sharma & Sheth, 2004).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
서 소비자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기업의 활동에 참여
하는 강력한 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 생산
에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임종원·양석준, 2006), 스스로 판
매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유창조·김미나, 2007). 

세 번째, 소비자와 기업의 지위 역전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역할 변화는 소비
자와 기업의 지위도 역전시켰다. 과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기업이 주도하여 
정보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하게 되었다(Sharma & Sheth, 
2004). 과거 기업 중심적이던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박흥수 외, 2014). 

네 번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향상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규제와 관여보다 기업의 부적절한 경영활동을 알리는 
민간 감시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장기적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태영, 2014).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
수요건이 되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환경은 향후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
이며 소비자들은 더욱 네트워크화 되고 강력해진 정보력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폭넓게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는 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이윤을 
창출하고 생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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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본 절에서는 인증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소비자중
심경영 관련 여러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인증제도의 의의

1) 인증과 인증마크의 의의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
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며(산업자원부, 2006, p.5). 일반적으로 인증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후 일정 절차에 따라 평가받고 이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된다(산업자원부, 2006, p.5). 

특정 인정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마케팅 수
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인증제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이므로, 소비자정보 관점에서 인증제도란 “시장에서의 정보 격차 및 소비자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소비자정보의 산출 
및 제공활동”(이경아·정대표, 2012, p.2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s)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마크
로 그 마크 소유자가 원산지, 재료, 제조방법, 품질, 정확성,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특성에 대해 인증 받았음을 나타내는 마크이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작업이나 노동이 특정 조합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Taylor, 1958, p.39). 장학민(2006)은 인증마크가 소비자 제품 선택시 소비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전달 효율이 높은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표시된 인증마크만으로 해당 인증제도가 입증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품질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인증마크의 이런 
긍정적 효과는 소비자가 인증마크에 대해 알고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다(김성숙, 
2004; 장학민, 2006; 이경아·정대표, 2012).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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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인증마크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인증마크는 생산
자의 가이드라인 역할만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인증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달
성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면 소비자가 소
비생활에서 인증마크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인증제도에 소요되는 비
용은 국가적 낭비에 해당된다(김성숙, 2004). 

인증마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증제도와 인증마크에 대해 알리는 작업
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증제도와 인증마크에 대해 널리 
홍보해서 인증제도 및 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높아져야 인증제도의 목적이 
인증마크를 통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기반으로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비로소 인증마크가 소비자 선택에서 유용
한 정보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신뢰도, 구매의도

신뢰는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
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이다. 신뢰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
고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거래에 대한 기대를 통
해 궁극적으로 구매 의도를 일으킨다(Pavlou, 2003).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들
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김구성 외, 2004; 예종석 외, 2007).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가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 본 실증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인증마크와 소비자행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인증마크
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향후 구매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농식품과 
친환경제품 관련된 것이다(김병률, 1999; 김명환 외, 1999; 정용택, 2007; 김성혁 
외, 2012; 박윤서 외, 2012; Janssen & Hamm, 2012). 김병률(1999)의 연구에
서는 농산품 품질인증제도가 소비자들의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없
애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김명환 외(1999)는 농산물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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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안전성 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농산품 인증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을 신뢰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생산자들 역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하고 설명하였다. 

정용택(2007) 역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신뢰도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증마크의 부착여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는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성혁 외(2012)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이
미지, 인지도, 신뢰도 및 구매의도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인증마크의 이미지
는 인증마크 인지도와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인증마크 이미지, 인지도
와 신뢰도 모두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윤서 외(2012)는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 인증마크 유무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인
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보다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ssen과 Hamm(2012)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에 있어 
인증마크(logos)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라고 간주하고, 
인증마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소비자의 제품선호도와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증마크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이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행태 연구들 대부분이 식품 분야의 인증
마크와 관련된 것이다. 식품 분야 외의 표시의 구매의도와 지불의도에 대한 연구
(Norberg 외, 2011)도 있으며 인증마크의 구매시 인증마크 활용도를 측정한 연
구들(김성숙, 2004; 김성숙, 2008; 이경아·정대표, 2012)도 있다. 

Norberg 외(2011)는 공동 표시(collective label)3)에 대한 구매의도와 지불 의
사를 연구하였다. 표시에 대한 신뢰도, 표시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대, 표시의 
중요도는 표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
우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출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표시 부착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표시에 대한 태도와 표시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지불의도는 표시에 대한 태
도, 표시부착제품에 대한 기대, 표시의 중요도, 구매의도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 

3) Norberg 외(2011)는 collective label을 단체나 협회의 회원들이 특별한 특성을 나타내
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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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시에 대한 태도는 표시에 대한 신뢰도, 표시부착제품
에 대한 기대와 표시의 중요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숙(2004)은 품질인증마크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의 대표적인 품질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농식품 
관련 대표적인 인증표시에 대한 연구에서 김성숙(2008)은 소비자들의 인지도, 이
해도, 신뢰도와 이용도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농·식품관련 인증표시의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농·식품 품질인증표시 인지도와 이용
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이해도와 신뢰도는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이경아·정
대표(2012)는 분야별 대표적 인증마크 5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신뢰도, 활용
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도가 높은 인증마크에 대해서는 이해도도 높았지
만 인지도가 낮은 인증마크에 대해서는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시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
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비자가 인증마크에 대해 알게 되고, 인증마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 인증마크 부착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
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업의 인증 동기 및 성과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증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ISO 시리즈 인증이 기업의 품질
경영이나 환경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증취득이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증 획득이 기업의 경영품질을 향상시키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인증 획득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의 ISO 인증 참여와 관련
된 연구이며, 인증 획득 동기를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Heras-Saizarbitoria 외(2010)는 ISO 9000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인증 동
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해두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7>과 같다. 기
업들은 기업 내부적인 품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라는 내적 동기와 외부에서 평
가하는 기업 이미지 향상, 경쟁사와 고객사의 압박 등의 외적 동기로 인증을 취
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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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기업의 ISO 9000 인증 동기

연구자 국가 표본수 인증 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Taylor(1995) U.K. 682 · 품질 향상 · 고객 압박(pressure)
Huarng 외

(2001) Taiwan 376 · 효율성 개선 ·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미지
Boulter, 

Bendell (2002) U.K. 1,066 · 효율성 개선 ·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미지
Liopis & Tari 

(2003) Spain 106 · 효율성 개선 ·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미지
Salaheldin 

(2003) Egypt 83 · 효율성 개선 · 고객 압박(pressure)
Magd & Curry

(2008) Egypt 38 · 품질 향상 · 경쟁회사의 압박(pressure)

   * 출처 : Heras-Saizarbitoria 외(2010)에서 재인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들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양할 것이고 
그 동기는 내부적/외부적 동기로 구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들의 인증 취득 동기를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구분하고, 외부적 
동기는 규제기관이나 경쟁사 순응, 내부적 동기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동기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도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권봉기 외, 
2006; Boiral & Roy, 2007; 고륜 외, 2009). 기업의 인증 성과와 관련된 연구도 
ISO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경영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인 ISO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기업의 인증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대부
분의 실증 연구는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Heras 외, 2011) 
경쟁우위 향상, 자원절감, 인증기업의 성과향상 등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ISO 9000 인증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권봉기 외, 2006; 고륜 외, 2009) 환경영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1 관련 실증연구 역시 인증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Heras-Saizarbitoria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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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업의 ISO 14001 인증 성과 

연구자 국가 표본수 인증 성과

Chia & Pun
(1999) HongKong 6 · 법적 책임감 저감, 수익성 개선

· 이미지 및 직원 사기 개선
Montabon 외

(2000) USA 1,510 · 기업 성과 개선
· 환경경영체계의 성과 도출

Melnyk 외
(2002) USA 1,510

· 시장에서 기업 포지셔닝
· 고객 관점의 제품 수용성 개선
· 제품 품질 개선과 lead time* 저감

Pan
(2003)

Tiwan,
HongKong,

Japan,
Korea

2,968

· 내부 성과 및 기업 이미지 향상
· 외부 마케팅과 관계 개선
·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환경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시장점유율 유지, 이윤 증대
· 기관과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Yirdoe 외
(2004) Canada 5

· 작업환경 안전도 향상
· 커뮤니티 관계 개선
· 정부 규제 준수
· 수익률, 경쟁력, 광고와 마케팅,
  생산 효율 향상

Link & Naveh
(2006) Israel 77 · 환경성과와 경영성과

Russo(2009) USA 242 · 환경성과

   * lead time : 상품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 출처 : Heras-Saizarbitoria 외(2011)에서 재인용.

인증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Heras-Saizarbitoria 외, 2010; 권봉기 외, 
2006; 김재환, 2004; 고륜 외, 2009)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특성을 고려
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성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는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소
비자중심경영 추진 조직 구성 등의 여러 성과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본 인증 획득을 통한 직접적인 성과로 소비자중심경영 업무 개선성과, 소비
자중심경영으로 인한 KPI 개선성과를 등이 있을 것이다. 인증의 간접적 비재무성
과로는 기업의 이미지향상이나 소비자신뢰도 향상, 간접적 재무성과로 시장점유
율 증대, 이익률 향상, 매출액 증가 등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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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개요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
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인증제도는 기업 및 기
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후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하는 주체는 기업·기관이며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주체는 소비자가 된다. 기
업이나 기관의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는 제품 및 서비스 선
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중심경영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기업(기관)은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
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측면
에서는 사후 분쟁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소비자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한국소
비자원 홈페이지)5).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관하고 있으
나 타인증제도와 다르게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이와 같은 명시적 근거가 없다. 이
와 관련하여 2012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
정(안)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안)에서 인증제도와 관련 내용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및 과징금 등의 감경 근
거 신설’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판매의 전 과정에서의 업무가 소비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활동(‘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

4)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wpge/m_210/ccm1100.do
5)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wpge/m_210/ccm11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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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가 그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
경영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고,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
는 과징금 감경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의 평가와 인증 및 과징금 등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다고 규정하였다6). 

상기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
도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인증에 강제성은 없는 ‘법정임의인증제도’에 해당된다7). 
정부기관 인증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하위법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경우에는 「품질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경우에는 「가
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 근거하며, ‘우수전자거래사업
자인증’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김인숙·정연희, 2011). 

(2) 2014년 소비자정책 추진과제 
20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

였다. 금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
현’이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
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여섯 가지의 기본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이 중 기본방향 다섯 번째인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
지 정책과제 중 한 가지가 바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이다. 특히 2014년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양
한 포럼과 발표회 등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그림 2-2>참조).

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66호, 소비자기본법 입부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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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4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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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①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②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③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

④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⑥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정
책
과
제

•안전대응
 시스템
 확산

•수입품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
 분야    
 대응강화

•피해다발
 분야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융·통신
 분야의
 거래
 공정화

•소비자
 정보 
 생산·제공
 확대

•소비자
 교육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분쟁조정
 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
 정착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
 지원

•소비생활
 협동조합
 의 건전한
 발전 도모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

•소비자
 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추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3). 

(3) CCMS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로 제도의 변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다. CCMS는 기업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프로그
램이었다.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사업단체, 
법조계, 한국소비자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종합계획을 수립하
였고, 이 계획 중 ‘기업의 자율적 소비자피해 관리’가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자율관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는 2005년 ‘사업자 표준 CCMS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민간 
각계 지도층 15인으로 구성된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자율관
리 실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자율관리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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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인 CCMS의 표준모델을 마련
하였다(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2006; 김연수, 2008; 김미정, 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9월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비
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공표하여 2007년 4월 1차 CCMS 평가를 시작하였
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최초 인증이 시작되었다.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운영하였다. 본 제도는 명칭대로 기
업의 소비자불만의 예방 및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제도를 통해 기
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제3자에 의
한 소비자문제 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였다.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운영규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평가와 인
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4월 11일 제정된 이후 2011년 9월 1
일 전문개정 후 2012년 9월 19일에 개정되었다. 운영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기관, 제3장 평가위원, 제4장 평가 및 인증, 제5장 인증서 교부 등, 제6장 사
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별 세부 조항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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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증제도 운영규정 

구 분 조 항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인증대상), 제4조(인센티브 제공)

제2장
운영기관 ·제5조(운영기관의 역할), 제6조(평가비용)

제3장
평가위원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제9조(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제10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제11조(평가위원 교육), 제12조(평가단의 구성 등),
 제13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제4장
평가 및 

인증

·제15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 심사), 제16조(평가의 실시),
 제17조(인증기준), 제18조(인증심의위원회), 
 제19조(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제5장
인증서 교부

·제20조(인증기업의 선정 및 인증서의 교부 등),
 제21조(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및 재교부),
 제22조(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제23조(인증마크의 사용 및 홍보)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제25조(시정조치),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7조(비밀유지), 제28조(세부운영규정).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2012).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대상
운영규정 제3조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대상은 기업 또는 기관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기업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
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 5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하며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내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민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다만 기업이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
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
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동 운영규정 제3조 제2
항). 2014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총 130개, 대기업 80개사, 
중소기업이 50개사이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도로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5개 기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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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운영기관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고 관련 교

육을 시행하고, 관련 연구와 용역을 수행하며 인증기업의 사후관리와 기타 지원
업무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동 운영규정 제5조 제
1항).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 기관인 한국
소비자원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동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동 운영규정 제27조).

(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 및 인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평가신청서와 소비

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
여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동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및 인증 절차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및 인증 절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wpge/m_357/ccm16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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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하고자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평가가 완료된 다음 
반기부터 인증을 취득한 인증기업이 된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에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신청한다면 평가 후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 되는 것이다. 인증유효 기간은 2년이므로 해당 기업의 
인증기간은 2014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운영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하고(제15조 제3항),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제16조). 인증기업으로 선
정되기 위해서는 동 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해야 한다.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 여부, 기타 공정거래위원회나 운영기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제
18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기업, 평가위원별 평가 및 인증 절차에 대
한 과정을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그림 2-4> 관련 주체별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및 인증 절차 

주체 평가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CCM 준비 구축·운영 평가와 인증 유지
개선

기
업

평가
신청 ➜

사전
서류
제출

➜
CCM 준비

*의무교육이수
(2013년부터)

➜
CCM 
체계
구축
운영

➜ 현장
평가 ➜ 인증

결과 ➜ 인증
수여 ➜

CCM
유지
개선

소
비
자
원

평가
접수 ➜

사전
제출
서류 
검토

➜ 현장
평가 ➜

인증
심의
위원회

➜ 인증
수여식 ➜

운영
및

지원

평
가
위
원

교육
년1
회

➜ 사전
점검 ➜

평가
기업
방문
평가

평가
결과
보고

인증
수여식

공
정
위

인증 인증
수여식

° 출처 : 이승신 외(2014), 한국소비자원(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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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은 신규평가는 소분류별 점수의 총점을 합한 점수를 적용

하며, 재평가시에는 소분류별 점수의 총 합계에서 정기교육 불참 횟수만큼 감점
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인증기업의 경우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 해부터 년1회 이
상 반드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1년 CCMS에서 CCM으로 변화하면서 평가기준8)을 소비자중심경영에 맞도
록 재구성하였으나 이후 2013년 11월에 평가기준 간소화 및 성과관리의 비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 결과, 기존에 5개 영역이었던 대
분류는 4개로 축소되었으며 중소분류 및 평가지표는 대분류에 맞게 개편하면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유사한 지표들은 통폐합·보완하여 76개이었던 평가지표가 49
개로 축소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3).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은 4개의 
대분류, 9개의 중분류, 14개의 소분류와 4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2-5>, <부록 7>참조). 

8)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
영 인증제도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을 대분류(평가영역에 해당), 중분류(평가항목
에 해당), 소분류(평가지표에 해당)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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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규평가 재평가대기업 중소기업

1.
리더십

1.1.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1.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50

200

100

300

50

200
1.1.2. 최고고객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50 100 50

1.2.소비자
   중심경영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실행 50 50 50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전사적 공유 50 50 50

2.
CCM
체계

2.1. 조직관리 2.1.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조직 100

300

100

200

100

200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100 50 50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100 50 50

3.
CCM
운영

3.1. 소비자
    정보제공 3.1.1. 소비자정보제공 50

300

50

300

50

300

3.2. VOC
    운영

3.2.1. VOC 체계 및 
      활용 50 50 50

3.3. 소비자
    불만관리

3.3.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100 100 100

3.3.2. 소비자불만 
      사후관리 100 100 100

4.
성과
관리

4.1. CCM
    성과관리

4.2.1.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목표 50

200

50

200

100

3004.2.2. 소비자중심경영의
      소비자 효용 100 100 100

4.2.3.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 환류 50 50 100

계 1,000 1,000 1,000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wpge/m_216/ccm22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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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

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방송 및 
신문 언론매체와 인터넷 매체에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소
비자중심경영 운영규정 제23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는 “소비자(Consumer)와 기업(Company)이 단단하
게 얽힌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오렌지색은 서로를 이해하고 만족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감성적인 부분
을 상징하고 블루와 그레이는 서로는 신뢰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는 소비
자중심경영의 이성적인 부분을 상징한다”(한국소비자원)9). 인증마크의 형태는 단
도형, 컬러형, 기관 표기형, 인증명 표기형으로 총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단도형
이 인증제품에 적용하는 타입이다. 

<그림 2-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의 형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CCM 인증마
크,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CCM 평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CCM 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 도입기업, CCM 도입기업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동
운영규정 제26조). 

9)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CCM 인증마크,
    http://www.kca.go.kr/wpge/m_213/ccm14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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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운영현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CCMS이었던 2007년 7월 1일 첫 인증기업을 배출
하였고, 2014년 6월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총 130개사이다. 130개사 
중 대기업이 80개사로 61.5%이고 중소기업이 50개사로 38.5%이다(<표 2-6>참
조). 

2007년 상반기에 첫 평가를 시작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교보생명보험, 한
화생명보험, 코웨이,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LG전자, 풀무원식품 총 7개사가 최
초 인증기업이 되었다. 2009년 7월에 3개 홈쇼핑(롯데홈쇼핑, NS홈쇼핑, GS홈쇼
핑)과 CCMS 합동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홈쇼핑 회사와 협력사가 
CCMS 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예방과 문제 해결이 용이해져 소
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홈쇼핑 회사가 소비자보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협력사 선정시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비자보호 의식 
제고 및 소비자문제 해결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김인숙·정연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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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현황(2014년 6월 기준)
평가 
시기

인증
유효기간

기업명
대기업 (80개사) 중소기업 (50개사)

2007년
상반기

2007.7.1
~2015.6.30

(7개)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코웨이, 삼성생명보험, 삼성카드, 
LG전자, 풀무원식품

-

2007년
하반기

2008.1.1
~2015.12.31

(4개)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제과, 
삼성전자, CJ오쇼핑 (1개) 유니베라

2008년
상반기

2008.7.1
~2014.6.30 (1개) 한화손해보험 (1개) 니콘이미징코리아

2008년
하반기

2009.1.1
~2014.12.31

(7개) 더클래스효성, 매일유업, 
현대약품,  유한킴벌리, 현대홈쇼핑 
코리아나화장품, 한국야쿠르트, 

-

2009년
상반기

2009.7.1
~2015.6.30

(2개)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

2009년
하반기

2010.1.1
~2015.12.31

(6개) NS홈쇼핑, 농심, 대교, 
정식품, 한국철도공사, GS홈쇼핑

(2개) 동경모드, 리바이 
스트라우스 코리아 

2010년
상반기

2010.7.1
~2014.6.30 (1개) GS칼텍스 -

2010년
하반기

2011.1.1
~2014.12.31

(16개) 푸드머스, 대상, 동양매직, 
이베이코리아, 동아제약, 리바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선진FS, 하림, 한국인삼공사, 한샘, 
선진, 주원산오리, 팜스코, 
소망화장품

(20개) 대구상조, 건강사랑, 
한경희생활과학, 대경산업,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로보산업, 
강가의 나무, 금성침대, 송학, 
엔유씨전자, 오쿠, 세화피앤씨, 
제닉, 서경닷컴, 풍년식품,  
신우팜앤라텍스, 피앤풍년, 
용우상사, 우리아기좋은날, 
ICC 디자인홈센터

2011년
상반기

2011.7.1
~2015.6.30

(3개) 경동나비엔, 아주캐피탈, 
한화타임월드 -

2011년
하반기

2012.1.1
~2015.12.31

(6개) 올품, 비알코리아, 신도리코, 
포스코건설, 이씨엠디, 한강씨엠

(4개) 벤우코리아, 유닉스전자, 
은성헬스빌, 우성I&C

2012년
상반기

2012.7.1
~2014.6.30

(3개) 하나투어,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7개) 남선지티엘, 리틀쥬피터, 
마이도기, JK성형외과 
씨티오네트웍스, 하우스플러스, 
아라코리아

2012년
하반기

2013.1.1
~2014.12.31

(10개) 모두투어네트워크, 
기아자동차, 비지에프리테일, 
삼천리, 아모제, 씨제이대한통운, 
티켓몬스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후지제록스

(3개) 노랑풍선, 명일, 
예본안과의원

2013년
상반기

2013.7.1
~2015.6.30 (1개) 한국휴렛팩커드

(5개) 몽드드,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토리식품,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2013년
하반기

2014.1.1
~2015.12.31

(13개) 남영비비안, 코레일공항철도,  
동우, 청호나이스, 롯데관광개발,  
삼광글라스, 종근당, 한솔교육,  
에스케이플래닛 11번가, 체리부로,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한진,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7개) 더케이예다함상조, 벡셀, 
삼진식품, 에이제이, 신덕식품, 
우일씨앤텍, 호수의나라수오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CCM 인증기업현황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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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미정(2012), 김인숙·정연희
(2011,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미정(2012)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자의 인식을 파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종사
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과 소비자 두 집단 
간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일치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와 인증기
업 모두 인증 평가기준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는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불만관리프로세스’와 ‘소비자정보시스템’을 가장 중
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기업종사자는 기업 내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경영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종사자 대상의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학생 소비자
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
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연구를 위한 조사시행시기가 2011
년 11월로, 이 시점은 CCMS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변경된지 두 달 이후
의 연구이기 때문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CCMS에 대한 연
구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식을 측
정하는 문항이 CCM 평가지표로, 이는 일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경영활
동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김인숙·정연희(2011)의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인증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인
증 도입배경, 도입 및 인증 과정,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현황, 재인증과 합동 도
입에 대한 의견, 운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인
증기업 대상의 첫 실증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나, 조사시행시기가 2011년 11월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된지 두 달 이후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 CCMS에 대한 연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35 -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지향적인 활동으로 소비
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
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Gloan 외(2001)
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
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도구는 품질표시라고 설명하였
다. 특히 Repo 외(2009)는 소비자의 정보력이 과거보다 향상된 오늘날에 적합한 
효율적 소비자정책은 인증마크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참고해본다면, 기업 내
부적으로 실천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aric과 Sarel(1981)의 조사결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는 민간이
나 제3기관(연합이나 협회)이 시행하는 인증제도 보다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기관이 주관·운영하는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소비자가 기업과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기업들이 기만적 행위를 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여정성 외, 2008)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중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불만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체제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이 실천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 내부의 
과정 지향적 경영활동으로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정
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
여,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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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여러 평가제도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여러 제도에서는 국외의 경영 평가제도, 국외의 소비자보
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거래규약과 국내의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국
외의 경영 평가제도로는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 유럽품질상을 알아보
고, 국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거래규약은 일본의 자주행동기준, 미국
의 BBB 사업실행규약, 캐나다의 CCM(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 영국의 CCAS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의 소비자보호 평가제도로
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
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국외의 경영 평가제도

(1)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품질을 

향상하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1987년 미국 레이
건 정부의 상무부 장관이었던 말콤 볼드리지는 미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품질발전운동(Quality Improvement Act)를 추진하였다(서영호, 2002; 김상규, 
2002; 전정호, 2007). 

초기부터 1994년까지 말콤 볼드리지 상의 기준은 품질에 집중하여 품질 계획·
교육·관리결과를 주로 평가하였다. 1995년 이후부터는 품질(Quality) 대신에 성과
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기업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장은주, 
2010; 황규선, 2013). 초기 볼드리지상은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의료업10), 교육업11)을 비롯하여 비영리 기업의 영역12)까지 확대되어 평가
하고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런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은 여러 국가 및 기관
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종의 국제표준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황규선, 2013). 

10) 2013–2014 Health Care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http://www.nist.gov/baldrige/publications/hc_criteria.cfm
11) 2013-2014 Education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http://www.nist.gov/baldrige/publications/education_criteria.cfm
12) http://www.nist.gov/baldrige/enter/nonprofit.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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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이와 유
사한 국가품질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은 처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 개 분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회전체
의 범용적인 경영모델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경영혁신 모델의 귀감이 되고 있
다.  

말콤 볼드리지 평가기준은(Baldrige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 
Framework)은 리더십, 전략기획, 고객중시, 측정·분석·지식경영, 인적자원 중시, 
프로세스 중시, 성과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범주의 관계는 다음 <그림 
2-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리더십, 2. 전략기획, 3. 고객중시’는 기업
의 경영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업의 고객 중시 리더십과 전략을 강조하
여 기업이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 하여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인적자원 중
시, 6. 프로세스 중시, 7. 성과범주’는 ‘1-2-3’ 첫 번째 범주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과달성을 위해 기업의 인적자원 및 프로세스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4. 측정·분석·지식경영’은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와 상호작용하며 측정과 분석을 
통해 지속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범주들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유기적인 시스
템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 된다(황규선, 2013).

<그림 2-6 > 말콤 볼드리지 평가기준

＊출처：2013–2014 Criteria for Performance Excellence13)

13) http://www.nist.gov/baldrige/publications/business_nonprofit_criteria.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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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볼드리지의 평가기준은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유형
이나 전략에 따라 리더십이나 전략기획 등의 방식은 변화할 수 있지만 성과는 경
영활동의 최종 산출물이므로 변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황규선, 2013). 평가
기준(Criteria)은 7개 범주, 17개 영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세부 평가지표는 기
업 성과 측정에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가진단14)을 통해 지속적
인 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두었다(NIST). 볼드리지 평가지표는 다음 <표 
2-10>과 같다. 

<표 2-9> 말콤 볼드리지 평가지표
범 주 배점

Ⅰ.Leadership: 리더십
  (120)

1.1. Senior Leadership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70
1.2. Governance and Societal Responsibilities
    : 지배구조와 사업적 책임 50

Ⅱ.Strategic Planning
   : 전략기획 (85)

2.1. Strategy Development : 전략의 개발 40
2.2. Strategy Implementation : 전략의 실행 45

Ⅲ. Customer Focus
   : 고객중시 (85)

3.1. Voice of Customer : 고객의 소리(VOC) 45
3.2. Customer Engagement : 고객관계와 고객만족 40

Ⅳ.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 측정, 분석, 지식경영
    (90)

4.1. Measuremen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 측정, 분석, 조직성과의 개선

45

4.2. Management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지식·정보기술의 관리 45

Ⅴ. Workforce Focus
   : 인적자원 중시 (85)

5.1. Workforce Environment : 인적자원 근무환경 45
5.2. Workforce Engagement : 인적자원 복지 40

Ⅵ. Operation Focus
   : 프로세스 중시 (85)

6.1. Work System : 업무시스템 45
6.2. Work Process : 업무 프로세스 40

Ⅶ. Results : 경영성과
    (450)

7.1. Product and Process Outcomes
    : 제품과 프로세스 성과 120

7.2. Customer Focused Outcomes : 고객중시 성과 90
7.3. Work Focused Outcomes : 인적자원 중시 성과 80
7.4. Leadership and Governance
    : 리더십과 기업지배구조 성과 80

7.5. Financial and Market Outcomes
    : 재무와 마케팅 성과 80

총 점 1,000

 * 출처 : 황규선(2013, p.16)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14) Self-analysis Worksheet, http://www.nist.gov/baldrige/publications/bus_org_profile.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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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품질상
1988년 유럽에서 선도적인 14개 기업이 유럽 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유럽품

질경영재단(EFQM: The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을 
창설하였고 이 재단에서 유럽품질상(European Quality Award)을 제정하여 현재
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유럽품질상은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상을 참조하여 발전 
시킨 것으로 유럽품질경영재단의 경영우수모델(EFQM Excellence Model)을 기준
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상을 수여한다. 유럽품질상의 경영우수모델의 두 가지 주
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기업의 경영진들이 
품질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둘째, 품질개선 활동을 
실험하고 지원하며 그 결과 전 유럽에 품질문화를 전파시키는 것이다. 이 모델은 
해당 기업에게 Best Practice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당기업이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개별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성과측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평가 기준 프레임워크는 다음 <그림 2-7>과 같이 9개 영
역으로 구성되어있다(황규선, 2013). 

<그림 2-7> 유럽품질경영재단의 경영우수모델

 * 출처 : EFQM 홈페이지, http://www.efqm.org/efqm-model/model-criteria

각 영역은 조직이 관리하는 것을 측정하는 ‘Enablers’와 조직이 무엇을 어떻
게 다루어 성과를 도출하는지를 측정하는 ‘Results’로 구성되어 있다.  
‘Enablers’의 점수기준은 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우수성 정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이 얼마나 분산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배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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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는 결과의 우수성 정도와 결과물이 어느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
여 배점한다. 

‘Enablers’는 리더십, 인적관리, 전략, 파트너십과 자원, 프로세스 및 제품서비
스 등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리더십은 경영자가 기업의 미래에 대
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치와 윤리에 대해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인적자원은 기업이 인
적자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회사와 직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는지, 인적자원의 역량을 개발하며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보상하고 동기 부여하고 조직에게 도
움이 되도록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전략을 개발하여 미션과 비젼을 실행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책, 제도, 목표와 과정이 개발되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네 번째, 파트너십과 자원은, 기업
이 외부 파트너십을 기획하고 관리하는지, 공급자와 내부 자원을 전략과 정책 실
행 활용하는지, 환경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리하는지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는 우수기업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가치
를 증대하고 생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고안·관리하고 처리과정을 개선한
다15)(Bou-Llusar 외, 2008).

‘Results’는 기업이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결과로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고객 성과는 그들의 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두 번째, 인적자
원 성과는 기업의 임직원의 욕구와 기대를, 세 번째는 사회적 성과인데 이는 사
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네 번째는 경영 성과로 경영 이해관
계자의 욕구와 기대를 초과 충족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다16). 말콤 볼드리지 상과 유럽품질상의 경영우수모델을 비교해보면, 말콤 볼드
리지의 평가기준이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단
모델이라면, EFQM Exellence 모델은 조직이나 개개인의 성과측정을 통해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황규선, 2013). 

15) http://www.efqm.org/efqm-model/criteria/enablers

16) http://www.efqm.org/efqm-model/criteria/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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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거래규약
소비자보호는 기업의 소비자중심적 경영활동의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국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거래규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일본의 자주행동기준, 미국의 
BBB 사업실행규약, 캐나다의 CCM(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 영국의 CCAS(소비
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일본의 자주행동기준
일본은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 점검, 문제의 사전예방과 유효한 재발방지책 강

구 등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자주행동기준을 
책정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사업자의 자주행동기준 기본 가이드라인 지
침 작성을 위해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 산하에 자주행동기준 검토위원회
를 설치하고 2001년 10월 조사·심의를 시작하여 2002년 12월 17일에 자주행동기
준을 공표하였다. 

자주행동기준은 구체적인 경영대책과 방향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를 믿고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 평가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자의 
경제적 이윤추구 외에 소비자대응, 노동환경, 사회공헌, 환경문제 등 폭넓은 분야
를 포함한다. 소비자대응에 관한 자주행동기준은 사업자가 업종 및 거래 형태 등
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정보제공, 구매권유 지침, 계약조항, 제
품안전, 환경에 대한 배려, 업계·거래유형의 특성에 따른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방침, 상담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기업에 현존하는 
사훈, 경영이념 등의 정신을 이어받아 ‘윤리강령’이나 ‘행동규범’으로 책정되고 규
정이나 업무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화된다. 특히 자주행동기준은 소
비자 등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명확하고, 이해가 쉬워야 하며(명확성), 거래 
고충상담 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며(구체성), 책정하고 개정
하는 운영의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투명성). 

(2) 미국의 BBB 사업실행규약
미국의 대표적인 사업자단체인 BBB(경영개선협회)는 미주지역의 기업 및 사업

자들에 의해 구성된 주요 민간 분쟁기관으로 홈페이지에 회원 기업의 사업성과 
보고서를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당 보고서 및 기타 기관 제공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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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해당 기업의 신뢰성 검증 후 최종적으로 구매결정할 것을 권한다. 기업 
및 사업자 회원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시행하고, 사업행위가 기
관의 윤리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별도의 규제 혹은 조치를 받지 않고 
소비자불만을 우수하게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 및 사업자와 해결하지 못한 소비자문제를 BBB를 통해 분쟁조정 
받을 수 있다. BBB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며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재자를 임명하여 분쟁조정
안을 제시한다. 

(3) 캐나다의 CCM(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
캐나다에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행동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자율규약을 시행하

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소비자불만과 관련된 것으로는 소비자불만 자율규약을 시
행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자율규약은 금융, 통신, 수송, 공정거래, 건강, 식품, 약
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산업성 소비자국에서 자율규약을 확정하고 공표하면 사업자 
단체인 캐나다 은행 연합회에서 규약을 개발하고 배포하면 각 금융회사는 캐나다
은행연합회가 개발한 다양한 금융 관련 규약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관할
부처는 사업자 단체와 금융 회사가 채택한 자율규약을 정기보고 받고 이를 검토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이 운영된다. 

캐나다의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은 소비자불만 처리 방안을 예방적 차원, 기
업 내부에서의 불만처리 차원, 기업 외부에서의 분쟁해결 차원의 3단계로 제시하
고 있다. 이런 여러 차원의 불만관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전신인 CCMS
의 평가기준에 도입하여 기업의 소비자불만 사전관리와 소비자불만 사후관리의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불만관리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소비자들의 특징, 산업고유의 특징, 생산자들의 규모 등
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4) 영국의 CCAS(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
영국의 소비자정책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청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는 

자율규약 사업자가 핵심기준에 따라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규약 준수 우수사업자에게는 기관명이 명시된 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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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주는데 제품에 이 마크를 부착한 기업은 규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약 준수 기업은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의 공정한 처
리, 최상의 고객서비스 보장, 불만 처리 절차의 친밀성·정직성·신속성, 거래의 공
정성·명확성, 중재 이용에 대한 분쟁 해결 비용의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며 
이를 기업 홈페이지, 안내책자, 공공장소의 광고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영국의 CCAS는 핵심기준을 충족하고 공정거래청의 승인을 받은 기업과 소비
자 간의 실행규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규약 내용에서는 소비자 문제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제거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자율
규약 회원은 자율규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잘 숙지해야 하며 직원들
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자율규약 내용에는 적절하고 공정한 계약과 
공급에 관한 약관을 다루어야 하며, 해당 분야별 적절한 고객서비스 조항을 포함
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불만처리절차를 제도화하고 소비자불만 대응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규약의 시행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독립된 규약 준수 감시와 같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자율규약의 효율성을 
측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자율규
약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3) 국내의 소비자보호 평가제도 
국내의 소비자보호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

사 평가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2008년부터 시행중

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체계, 경영진 의지 등 민원
예방노력을 체계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금
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업무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
상인 금융회사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의 선정은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민원발생평가결과
(400점)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600점)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를 거친 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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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
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는 
이동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분야 8개사이다.

이 제도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율
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이용자보호 관리체계(CS최고책임자의 이
용자보호 실천의지, 본사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 
등),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이용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정부의 피해예방 가이드
라인 준수여부), 정부민원 처리실적(정부CS센터 접수민원의 처리건수, 처리 시간, 
만족도) 등 3개 분야 40여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현장평가 등을 수행한다. 평
가결과,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이용자보호 노력 강화를 위해 서
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 및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3) 소결 : 본 연구에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국외의 경영 평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준
이 기업경영의 기본요소인 리더십, 체계,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큰 축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거래규약이 본 연구에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본의 자주행동기준은 이를 기업 내부의 경영이념
에 포함하여 직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규범으로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업무매뉴얼
에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소
비자나 외부인이 보았을 때도 명확하고 이해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과 책정과 개
정 등의 운영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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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의 전사적 공유’가 소분류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미국의 BBB 사업실행규약은 민간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와 기
업의 분쟁조정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전신인 소비자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CCMS)와 유사한 것이다. 미국의 BBB 사업실행규약과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비교해보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제도이고 기업의 소비자불만 관리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인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BBB 사업실행규약 보다 진일보
한 형태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캐나다의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은 정부기관에서 자율규약을 확정·
공표하면 각 기업협회에서 이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미국의 
BBB 사업실행규약 대비 정부기관에서 자율규약을 확정하고 공표하는 것이므로 
규약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보장된 반면, 자율규약의 형태이므로 기업의 
이행에는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캐나다의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 제품이나 서비스, 소비자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규약을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영국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약 준수 
기업이 미스터리 쇼핑이나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효과를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국내의 소비자보호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
사 평가제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 업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유사한 형
태를 띠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제도 
역시 방송통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평가제도인데, 이 제도 개발 시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였다. 이상의 두 제도는 전자의 경우 
금융업에 국한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 방송통신업에 국한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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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메타평가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 대상의 평가를 시
행하고자 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메타평가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메타평가의 개념, 방법론,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1. 메타평가의 개념

메타평가라는 용어는 Michael Scriven(1969)이 the Educational Products 
Report에서 교육결과 평가계획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창안되었다
(Stufflebeam, 1974). 메타평가는 평가 그 자체와 환류(feedback) 기능을 평가하
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이며 상위평가이다. Orata(1940)는 평가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evaluation) 개념을 도입한 최초 연구자이고, Scriven(1969)은 
이를 메타평가라 명명하였으며, Dror(1971)은 메타평가를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
가로 이해하여 개념을 확장하였고 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후 Larson
과 Berliner(1983)는 메타평가에 대한 개념을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확대 설명하였다.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자들에 따FMS 메타평가의 개념 정
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전체적인 평가 체
계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Cook & Gruder, 1978). 대부분의 연구에서 
메타평가에 대한 정의는 광의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
이다. 광의의 메타평가 개념은 “평가의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의 개선 
및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체제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
는 것”(조옥경·최금진, 2013, p.1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메타평가의 목적은 결국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
화하거나 평가결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연구의 분야나 목적에 따라 중
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메타평가의 목적은 평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보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그리
고 도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김병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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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평가의 방법론

메타평가 방법론은 메타평가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틀로서 연구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
을 선택하여야 한다(황명구, 2008).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Brinkerhoff(1983) 등은 다음 <표 2-10>과 같이 메타평가의 평가내용에 따라 평
가설계,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활용 등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
평가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평가설계에 대한 평가시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제도 수행자나 자문 전
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이 있다.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시에는 제도 수행자의 검
토를 받거나 인터뷰를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평가결과 및 활용에 대한 평
가시에는 제도 수행자의 검토를 받거나 실제조사 및 시험을 하거나 자문 전문가 
검토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표 2-14>참조).   

<표 2-10> 평가내용에 따른 메타평가의 방법

구 분 방 법

평가설계
·체크리스트 활용     ·회의, 공청회, 패널   ·자문 전문가 검토
·전문가 회의 발표    ·제도 수행자 검토    ·다른 평가와의 비교
·설계시험 및 시험연구

평가과정
·자료수집과정 검토      ·인터뷰    ·자료분석 및 수집과정 점검
·제도 수행자 검토   ·서류분석  ·검증연구   
·재분석                ·도구시험   ·모니터 과정

평가결과 및 활용
·체크리스트 이용        ·실제조사 및 시험   ·공식적 문서비평
·회의, 공청회, 패널      ·자문 전문가검토   ·저널발표 
·제도 수행자 검토       ·전문가회의 발표

* 출처 : Brinkerhoff(1983, 황명구, 2008에서 재인용). 

메타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평가실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평가의 이해관계자를 확인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평가의 목적을 파악하여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메타평가를 실
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Joint Committee(1994), Stufflerbeam(1999), 
Stufflerbeam(2001), Sida(2004) 등이 메타평가의 이해관계자를 확인해야 하고 
관련 주체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병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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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ommittee(1994)의 평가표준에서는 평가표준으로 이해관계자를 확인하
라고 하였으며, Stufflerbeam(1999)은 Joint Committee(1994)의 평가표준에 근
거한 프로그램 평가 메타평가 체크리스트 7개 항목을 발표하면서 이 중 첫 번째
로 이해관계자 확인을 포함하였다. Sida(2004) 역시 평가매뉴얼에서 평가과정 전
반에 대한 각 단계별 필수 구성요소를 제시하면서 초기 고려사항에서 이해관계자
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김병철, 2009). Stufflerbeam(2001)도 평가와 관
련된 이해관계자를 확인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는 평가전문가를 
기본으로 포함하며 소비자, 피평가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메타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평가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
고, 소비자를 통한 평가는 적절한 평가정보를 자신 있게 활용하기 위해, 피평가자 
대상의 평가를 통해서는 평가가 실용적이며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메
타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메타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된 연구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해볼 있다. 첫번째는 특정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개발하는 연구(조옥
경·최금진, 2013; 곽진숙, 2010)이고 두번째는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
를 기준으로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행한 연구(박희정 외, 2008; 조익순·조경
민, 2013; 정강석, 2011)이다.  

첫째, 특정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개발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메타평가 준거를 개발한 조옥경·최금진(2013)은 
연구자가 구성한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공학 전공 전문가 7명과 교육학 전공 전문가 13명, 총20명의 전
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메타평가 준거 시안의 타당도와 신뢰성
을 검증하였다. 공학교육인증제와 경영교육인증제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 
곽진숙(2010)은 두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관
련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메타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두 인증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인증심사경력자, 대학의 인증실무 책임
자 등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도에 대해 메타평가
를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를 분석
을 위해 메타평가를 실시한 박희정 외(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평가의 이해관계
자인 주민 1,000명과 지자체 및 평가 전문가그룹 약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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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메타평가를 
적용한 조익순·조경민(2013)은 메타평가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인 진단업무 수행기관 39명, 진단대행기관 41명, 
처분기관 22명 및 사업자 38명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메
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도시철도 유형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한 정강석(2011)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모형 설정 후 피평
가기관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피평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메타평가 방법을 달리 한 것은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한 연구 중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한 연구로는 Banerjee와 Solomon(200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미국의 5개 에코라벨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평가기준
을 소비자 반응과 제조자 및 마케터 반응으로 각 주체별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반응은 에코 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이해도와 구매행동으로 평가하였
다. 인지도는 소비자가 그 제도의 존재를 아는지에 관한 것이고, 이해도는 라벨에 
대해 소비자가 의미를 알고 있는지, 행동은 소비자의 인지도와 이해도가 소비자
의 라베부착제품 구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에코라
벨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시행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각 라벨별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소비자조사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3.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게 메타평가의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갖춰져야 한다. 메타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방법은 정책평가의 기
준을 원용하는 것과 체제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김상우, 
2012).  

정책평가의 기준을 원용한 사례로 Stufflebeam(1974; 1999)는 적절성, 유용
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및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메타평가 구
성요소를 제시하였다. Joint Committee(1994)의 The Program Evaluation 
Standards는 1994년에 개발된 이래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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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Patel, 2002). 이 평가표준에서는 
Stufflebeam와 유사하게 유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과 정확성 등 4개 표준으로 
구분한 후 다음 <표 2-11>과 같이 총 3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Joint 
Committee(1994)와 Stufflebeam(1974; 1999)이 제안한 평가의 기준은 평가의 
구체적 활동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2-11> Joint Committee의 평가표준

구성요소 평가항목

유용성
(Utility)

① 이해관계자의 확인, ② 평가자의 신뢰성 , ③ 정보의 범위 및 선택
④ 가치 확인, ⑤ 보고서의 명료성, ⑥ 보고서의 적시성 및 보급, 
⑦ 평가 영향 

실현가능성
(Feasibility) ① 실질적 절차, ② 정책적 실행 가능성, ③ 비용효과성

타당성
(Propriety)

① 서비스 지향성, ② 공식적 협정, ③ 인권, ④ 인간적 상호작용, 
⑤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 ⑥ 결과의 공개, ⑦ 이해의 충돌,
⑧ 재정적 책임 

정확성
(Accuracy)

① 제도에 대한 문헌조사, ② 상황분석, ③ 목적 및 절차의 기술, 
④ 방어할 수 있는 정보원, ⑤ 타당한 정보, 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⑦ 체계적 정보, ⑧ 양적 정보의 분석, ⑨ 질적 정보의 분석, 
⑩ 정당한 결론, ⑪ 공평한 보고, ⑫ 메타평가 

  

  * 출처 : 김병철(2009)에서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반면, 체계론적 접근으로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설계한 Larson과 
Berliner(1983)는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메타평가
의 구성요소를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요소를 세분하
여 항목을 제시하였다.  Larson과 Berliner(1983)가 제시한 세 가지 평가요소와 
요소별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표 2-12>에 제시하였다. Larson과 
Berliner(1983)의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체계론적 접근으로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박종수, 2003; 김태훈, 2006; 홍성걸, 2007; 
김병철, 2008; 김순영, 2010, 구명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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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Larson과 Berliner의 메타평가 구성요소

구성요소 평가항목

투 입
(Input)

① 예산 및 그 외의 물질적 자원, ② 평가기간, ③ 평가시기
④ 평가자의 특성(훈련, 경험, 세계관) 
⑤ 사업실지자의 특성(교육, 경험, 사업집행의지 등)
⑥ 사업의 특성(목표, 관심영역, 수혜자집단 등)
⑦ 평가방법론 및 평가설계, ⑧ 평가결과 이용자와 평가의 목적
⑨ 기존자료와 자료의 제약, ⑩ 평가대상사업의 기본적 이론모형
⑪ 기대되는 정책 향상 가능성

과 정
(Process)

① 평가자와 사업실시자 간 상호관계의 유형과 강도 및 빈도
② 사업실지자와 평가 결과 이용자의 평가자에 대한 반응
③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평가자원의 할당을 변경시키는데 
   사용되는 정도
④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평가자원의 할당을 변경시키는 데  
   사용되는 정도 
⑤ 사업계획 상의 변화에 따른 평가설계의 적응성
⑥ 평가자, 사업실시자, 평가결과 이용자의 인적 변화 정도
⑦ 평가방법론(정보가 평가결과에 이르는 공식적·비공식적 처리과정)
⑧ 평가보고서의 검토

결과
(Outcome)

① 자금제공자의 사업에 대한 지원·재지원·수정 및 폐지 결정
② 사업실시자의 사업과정에 대한 수정 결정
③ 사업대상집단의 사업참여 형태 변화에 대한 결정
④ 평가로 인해 제기된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연구자집단의 
   후속연구 결정
⑤ 여타 자금제공자와 사업실시자의 유사 사업의 개시·수정·종료 결정 

  

  * 출처 : Larson와 Berliner(1983, p.155-160), 김병철(2009)에서 재인용. 

메타평가 연구는 주로 교육학, 행정학 등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메타평가 연구의 주된 목적은 특정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것이다(박종수, 2003; 이혜승, 2006; 김태훈, 2006; 김순영, 
2010; 김병철, 2008, 조익순·조경민, 2013; 조옥경·최금진, 2012). 연구자들에 따
라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구성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성한 연구는 박종수(2003), 김태훈(2006), 
조옥경과 최금진(2012), 조익순과 조경민(2013) 그리고 구명회(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성할 때 평가환경(상
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산출) 그리고 평가결과활용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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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2003)는 정보화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서 메타평가의 구성요
소를 평가상황(C), 평가투입(I), 평가수행(P), 평가결과(O), 평가결과활용(U)으로 구
분하여 각 요소별 총 18개의 평가항목과 총 37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김태
훈(2006)은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평가환경-투입-수행-
결과-환류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13개의 평가항목, 31개의 평가지표와 72개
의 체크리스트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옥경과 최금진(2012)은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서 메타평가 평가준거로 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수행-평가결과-
평가활용 등 5개의 평가영역, 15개 평가항목, 68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조익
순과 조경민(2013)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에
서 계획-투입-수행-결과-활용의 5개 평가영역, 17개 평가항목, 44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구명회(2014)는 연구관리비 인증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서 평가
환경-투입-수행-결과-활용의 5개 구성요소, 12개 평가항목, 48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구성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혜승 외
(2006)는 평가의 투입, 과정, 산출, 환류 4개 구성요소에 총 10개의 평가항목과 
총12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김병철(2008)은 연구기관평가에 대한 메타평
가 모형을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활용 등 네 개의 구성요소로 대별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 대한 EIPU 메타평가 논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메타평가모형에서는 평가환경-평가투입-평가수행-평가활용 등의 4개 구성요소, 
14개의 평가항목, 31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김순영(2010)은 국방연구개발
사업 메타평가를 평가상황-투입-수행-효과의 4단계로 설계하고 머리글자를 따 
‘dCIPO(defense Context Input Process Outcome)모델’이라고 명명하였다. 정
강석(2011)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서 평가기획-투입
-수행-산출 및 활용 4개의 평가영역, 10개의 평가항목, 23개의 평가지표를 도출
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인증제도나 평가 분야의 메타평가 연구를 종
합해볼 때, 메타평가는 평가활동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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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항목
평
가
영
역

연구자별 평가항목
박종수
(2003)

김태훈
(2006)

홍성걸
(2007)

김병철
(2008)

김순영
(2010)

구명회
(2014)

평
가
환
경
 ·
상
황
Ⓔ

평가기조 평가기조 평가배경
추진체계 평가추진

조직체계
평가목적 평가목적 평가목적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대상
사업환경 평가대상

평가모형
평가시기·주기 평가주기

평가근거 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

평가목표

평
가
투
입
Ⓘ

평가조직 평가조직 평가조직 평가조직
평가인력 평가인력 평가인력 평가인력 평가인력
평가예산 평가예산 평가예산 평가예산
평가도구
평가자료 평가자료 평가자료 평가자료 평가자료

평가주기,시간 평가시간
평가역량

평
가
수
행
Ⓟ

평가수행 내용 평가내용
평가수행 절차 평가절차·과정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과정의

융통성·공정성 평가과정 평가과정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대상추출

자료분석
평가보고서

평가자료 
수집방법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확정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 평가보고서

평가결과 
보고·배포 평가결과보고

평
가
활
용
 ·
환
류
Ⓤ

평가결과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활용 평가활용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환류 평가환류

평가시스템
개선

  

  * 출처 : 박종수(2003), 김태훈(2006), 홍성걸(2007), 김병철(2008), 김순영(2010), 
        구명회(2014) 의 메타평가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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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평가지표(평가환경-투입)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환경

평가상황
평가배경분석 적절성, 평가취지 명확성, 평가기조 명확성, 정치
적 실행가능성, 정책상황 분석 적절성, 평가대상 특성 분석 적절
성

평가근거 법적 근거 유무, 평가 관련 법규의 체계성, 평가규정 합리성, 평
가 개입 논리의 타당성, 평가제도의 완비 정도

평가목적
평가의 근본적 이유 명시 여부, 평가 실시동기 명확성, 평가목적 
타당성·합리성·적정성, 평가목적에 책임성 포함 여부, 평가목적에 
결과활용 포함여부, 평가목표의 평가가치 부합여부, 평가목표의 
명료성, 평가질문 공식화정도, 평가의 서비스 지향성

평가대상 평가대상의 명료성, 평가범위의 적정성, 평가대상기관의 적성성,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명확성

평가표준
평가표준 구비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구비여부, 평가모형 적절
성, 평가편람 적절성, 평가설계의 타당성, 평가편람 배포 시기의 
적정성, 평가기본계획의 적정성, 평가실천전략의 구체화 정도

이해관계자
평가 이해관계자 파악의 적절성, 평가결과 이용자 파악의 적절
성, 내외부 수요 파악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정도,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저항 정도

기타 
환경요소

평가유형의 타당성, 평가정책의 적정성, 평가 이행협정 체결 여
부, 평가대상 사업환경, 사업특성 검토, 유사중복평가로 인한 평
가부담 여부

평가
투입

평가조직
평가추진체계의 명확성, 평가추진 주체간 역할의 명확성, 평가조
직의 기능적 적정성, 평가조직의 독립성·중립성·객관성, 평가지원
조직의 적절성, 평가주체의 명확성, 평가객체의 명확성, 평가조
직의 법적 보장 여부

평가인력
평가인력 양적 충분성, 평가인력 질적 우수성, 평가인력의 평가
분야별 형평성, 평가자 선정 및 평가단구성의 적절성, 평가자 사
전교육의 충분성, 평가지원인력의 충분성, 평가기획주체의 일관
성, 평가자 신뢰성·전문성·객관성, 평가자 선정기준 구체성

평가예산
평가예산 규모 적정성, 예산확보의 제도화 여부, 평가예산의 안
정적 지원정도, 평가자 수당 적정성, 비용효과성 검토, 평가비용 
추정의 적정성

평가자료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자료 제공의 신속성, 기존자
료 검토의 적절성, 평가자료 접근의 용이성, 평가자료의 핵심내
용 포함여부, 평가정보의 충분성·투명성·신뢰성·정확성

평가시간 평가시간의 충분성, 평가기간의 적정성, 평가일정의 적정성, 평
가시기의 적절성, 평가주기의 적절성

기타 
투입요소

평가관기주체의 일관성, 관련용어기술의 명료성, 이해관계자 고
려정도, 평가도구 적절성, 평가자원 충분성, 평가설계 적절성, 자
체평가 유도의 적절성, 평가주체의 시정요구권한 여부

  

  * 출처 : 박종수(2003), 김태훈(2006), 홍성걸(2007), 김병철(2008), 김순영(2010), 
        구명회(2014) 참조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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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평가지표(평가수행-결과-활용)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수행

평가내용
평가기준의 명확성, 평가준거의 타당성, 평가항목의 적정성·일관
성, 평가지표의 적정성·구체성·타당성·가중치의 적정성·구성의 합
리성·평가 대상 특성 반영정도

평가절차
평가수행 절차의 합리성, 평가수행 과정의 독립성·공정성, 평가
절차의 실질적 준수 여부, 평가과정의 공개성 정도, 평가과정에
의 평가대상자 참여정도, 평가교육의 실시정도, 이해관계자간의 
의사소통정도, 평가과정상 환류 정도

평가방법
과학적 평가방법의 사용정도, 평가방법의 체계성정도, 평가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평가분석방법의 적절성, 평가방법론의 적절
성, 표본추출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방법의 구체성, 평가군 비교
방식의 공정성,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의 부합성

평가
보고서

평가보고서의 내용충실성·구성논리성·신뢰성·유용성·표현의 명료
성·이해가능도, 평가결과 도출방법의 적절성, 정책제안의 적정성, 
정책대안의 실현가능도, 권고 및 설명의 적절성, 정당한 결론, 
평가질문에 부합하는 결론, 결론·권고·교훈 간의 구별, 요약의 명
료성 및 대표성, 평가보고서 작성기준 적절성, 평가보고서 정보
의 수요자 요구 부합정도

기타 
수행요소

평가대상 추출의 적정성, 평가수행상 보안유지, 인간적 상호작
용, 전문적·윤리적 평가수행, 평가팀 내 의견차이인정, 이해관계
자 의견반영·참여의 적절성, 이해충돌방지, 평가자 및 피평가자 
연수프로그램의 충실성, 서면평가의 적절성, 평가자료에 대한 예
비분석의 적절성

평가
결과

평가결과
확정

평가등급 산정의 합리성, 평가결과 도출의 민주성, 평가결과확정 
전 피평가자 의견수렴여부,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성 정도, 
평가결과 확정체계의 적절성

평가결과
보고·공개

평가결과 보고 체계의 명확성·시기의 적절성·내용의 충실성, 평
가보고서 배포기준의 적절성·배포 대상 및 시기의 적절성, 평가
결과 공개의 제도화 여부,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

평가
활용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제도화여부, 평가환류체계의 적정성, 도
구적 활용형태, 개념적 활용정도, 예산배정과의 연계정도, 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적절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
티브 부여의 적절성,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의 적절성, 
평가결과와 차년도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정도, 평가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여부

기타
활용요소

평가결과의 지원·재지원·수정·폐지 결정에의 반영정도, 이해관계
자 참여의 적절성·의견반영 정도, 경영컨설팅 기능수행정도 

   * 출처 : 박종수(2003), 김태훈(2006), 홍성걸(2007), 김병철(2008), 김순영(2010), 
        구명회(2014) 참조하여 재구성함.



- 56 -

정책평가의 기준과 체계론적 접근 모두 평가대상과 목적에 따라 유용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체계론적 관점에 따라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Larson & Berliner, 1983; Joint 
Committee, 1994; 박종수, 2003; 김태훈, 2006; 홍성걸, 2007; 김병철, 2008; 
김순영, 2010, 구명회, 2014). 체계론적 관점은 평가 환경, 평가의 투입, 평가의 
과정과 결과 및 환류 등의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소결 : 본 연구에의 함의

앞서 살펴본 메타평가의 개념, 방법론과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의 함
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
점과 보완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메타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제도와 관
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tufflebeam(2001)이 제시한 바와 같이 메타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에 따라 메타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이해관계
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 주체이자 평가 대상인 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 평
가 주체인 평가위원, 그리고 본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소비자 등이다. 

각 주체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 적용을 위해 소비자 대상의 연구는 
Banerjee와 Solomon(2003)과 박희정 외(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비자중심경
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인지도,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 주체이자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 대상
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주
체인 평가위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부
분의 메타평가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체계론적 접근에 따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
로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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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선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
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각 주체별 
연구방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연구문제 1> 인증에 대한 소비자반응, 신뢰도와 구매의도

소비자  ①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②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③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차이와 관계

 ·온라인설문조사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 

 
메타
평가

<연구문제 2>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의 평가

인증기업  ① 평가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
 ② 평가투입 요소에 대한 평가
 ③ 평가수행 요소에 대한 평가
 ④ 평가결과 요소에 대한 평가
 ⑤ 평가결과활용 요소에 대한 평가

 혼합적 연구
 ·온라인설문조사
 ·심층면접

<연구문제 3>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

평가위원  ① 평가환경 요소에 대한 평가
 ② 평가투입 요소에 대한 평가
 ③ 평가수행 요소에 대한 평가
 ④ 평가결과 요소에 대한 평가
 ⑤ 평가결과활용 요소에 대한 평가

 ·심층면접

  <연구문제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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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인증에 대

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과 평가위원의 평
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연구문제 4>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문제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반응, 신뢰도와 구매의도는 
             어떠한가?  
   1.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어떠한가?
   1.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는  
        어떠한가? 
   1.3.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차이와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의 평가는 어떠한가?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요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연구문제 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는 어떠한가?
   평가위원은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요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연구문제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59 -

제 2 절 연구절차 및 방법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의 개념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고려하고 각 주체의 특성
과 평가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주요 주체인 소비자, 인증기업, 평가위원 대상
으로 메타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주체별로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인증
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와 심층면접,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
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신뢰도, 구매의도를 측정하고 인
증기업과 평가위원 대상으로는 소비자중심경영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를 시행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본 연구의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환경 평가목적 ·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가실시성과의 적정성, 
  평가목적의 타당성·적정성, 주관기관의 평가목적 인식도

평가기관 · 주관·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투입

평가신청 · 평가신청방법의 편리성, 평가신청 제출서류의 간편성,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평가자료 ·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인력
· 평가인력 양적 충분성, 평가인력의 분야별 형평성,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 사전교육의 충분성, 
  평가인력에 대한 신뢰성

평가수행

평가과정 ·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평가시간 · 평가시간의 충분성, 평가기간의 적정성, 평가시기의 적정성
평가방법 · 평가방법의 적절성 · 공정성 · 전문성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평가목적 부합정도, 평가기준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명료성 이해 가능성, 평가기준의 기업특성 
  반영 충분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정도
평가결과 홍보 ·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시행의 적절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세티브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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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기업이 실천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것
으로 소비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과 평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에 소비자 대상
의 온라인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소
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대
상을 주요 8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1,000명으로 선정하였다. 안전
행정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년 2월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성별·연령별 비
율17)을 근거로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인증마크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한 장학
민(2006)과 이경아·정대표(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장학민(2006)은 공산품 인
증마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서울·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포함하여 주요 8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경아·정대표(2012)도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서
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조사대상을 선
정한 이유는, 서울 거주자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소비생활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도 주요 8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조사 전문회사인 ㈜엠
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3월 4일부터 6일
까지 소비자학 박사 3인과 박사과정생 10인을 대상으로 1차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검토 후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소비자 대상의 2차 사전조사는 2014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조사 전문

17)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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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해 소비자 1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소비자 대상의 사전조사를 통
해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
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조사 전문회사의 패널 
1,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
고 총 1,05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자료 수집 시에 소비자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전혀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들은 본 연구를 위한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 IRB No.1402/002-008, 승인일 
: 2014년 2월 19일, 이하 모든 연구방법에 동일).  

2) 용어의 정의 및 측정도구

소비자 대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 
인증마크·인증기업·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 등,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
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표 3-2>참고).  

<표 3-2> 소비자 설문 내용

구 분 설문 내용 문항수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 인증마크 인지 매체  
·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인증마크의 의미와 이해정도, 
   인증마크 종류별 이해도)
· 인증마크에 대한 구매시 활용도
  (인증부착제품 구매경험, 구매결정시 영향정도)

· 1문항
· 1문항
· 3문항

· 2문항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중요도

·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 인증마크의 구매시 중요도

· 3문항
· 3문항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이미지 · 4문항
·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신뢰도 · 3문항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

·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
·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 3문항
· 3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최종학력, 
  직업, 개인 및 가구소득, 가족구성 등 · 10문항



- 62 -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 
본 연구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소비자 인지도, 이

해도, 구매시 활용도로 측정하였다(<표 3-3>참조).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증마크 및 라벨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조
하였다. Banerjee와 Solomon(2003)은 미국의 다섯 가지 에코라벨에 대한 메타
평가 연구에서 소비자반응을 인지도, 이해도와 구매(행동)로 측정하였으며, 김성
숙(2004, 2008), 장학민(2006), 이경아·정대표(2012)도 소비자반응을 인지도, 이해
도, 구매시 활용도(이용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중 단도형(CCM이라고 적혀 있는 것)
을 보여주고 이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인지도), 이 인증마크를 어디서 보았
는지(인증마크 접한 경로), 이 인증마크의 의미는 무엇인지(객관적 이해도), 이 인
증마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주관적 이해도, 5점척도), 이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구매경험)를 측정하였다. 

<표 3-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측정문항

구 분 문항 내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인지도 · 인증마크를 본 경험(본적 있다/없다)
인증마크 접한 경로 · 인증마크를 접한 경로

이해도
· 인증마크의 의미
· 인증마크에 대한 이해 정도

구매경험 · 인증제품의 구매경험(경험 있다/없다)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는 인증마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

지, 구매시 중요도는 구매결정시 인증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문항으
로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는 Norberg 외(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 인증마크
는 믿을 만하다’와 ‘나는 이 인증마크를 신뢰한다’와 ‘이 인증마크는 나에게 안정
감을 준다’ 세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증마크에 대한 구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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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는 Norberg 외(2011), Sujan과 Bettman(1989)가 제안한 표시의 중요도 측
정 문항을 참고하여 ‘내가 제품을 평가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이 인증
마크는 내가 구매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와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등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고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3-4>참조). 

<표 3-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 측정문항

구 분 문항 내용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 이 인증마크는 믿을 만하다.
· 나는 이 인증마크를 신뢰한다. 
· 이 인증마크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인증마크에 대한 중요도

· 내가 제품을 평가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 이 인증마크는 내가 구매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한 기

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하며, 신뢰도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뜻한다.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는 Chen(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미지는 네 개 문항으로, 신
뢰도는 세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표 3-5>참조). 

  <표 3-5> 인증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와 측정문항
구 분 문항 내용

인증기업의
이미지

·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
·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잘 실천하고 있다. 
·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에 대해 노력한다. 

인증기업의
신뢰도

·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약속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 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에 대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 64 -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Volsky 외(1999)의 연구를 참

조하여 세 문항,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Norberg 외
(2011)와 김성혁 외(2012)를 참조하여 세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각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표 3-6>참조). 

<표 3-6>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 측정문항

구 분 문항 내용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

· 이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믿을 수 있다. 
· 이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안심할 수 있다. 
· 이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 제품 구매시 다른 제품보다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라고 
  추천할 의향이 있다. 

(5)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
<표 3-7>은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섯 개 변수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 값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0.846으로 가장 
낮았고 인증마크의 구매시 중요도가 0.9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측정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변 수 신뢰도
(Cronbach’s 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0.883

인증마크의 구매시 중요도 0.94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 0.914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 0.84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 0.900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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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유효 표본은 총 1,050명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소비자로 구성
되어 있다(<표 3-8>참조).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528명(50.3%), 여성 522명
(49.7%) 보다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20대(19.6%), 30대(22.4%), 40대(23.9%), 
50대(22.1%), 60대(1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639명(60.9%)
로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졸 이하 212명(20.1%), 대학교 재학 99명
(9.4%), 대학원졸 이상이 100명(9.5%)이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4000만원 미만
이 465명 44.3%, 4000~7000만원이 363명 34.3%,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는 222명 21.2%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사무직 및 경영 관리직이 402명 38.3%, 전업주부가 204명 19.4%, 판
매서비스직 및 노동생산직이 176명 16.8%, 전문직 99명(9.4%)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가족 구성원수는 4명이 484명 46.1%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230명(21.9%),  
2명이 144명(13.7%), 5명 이상이 100명(9.5%), 1명이 92명(8.8%) 순으로 나타났
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664명(63.2%)으로 가장 많고, 미혼이 356명(33.9%), 이혼  
및 사별이 30명(2.9%)으로 나타났다. 

<표 3-8>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528(50.3)

직업

전문직 99(9.4)
여 522(49.7) 사무·경영관리직 402(38.3)

연령

20대 206(19.6) 판매서비스직·
노동생산직·자영업 176(16.8)

30대 235(22.4) 전업주부 204(19.4)
40대 251(23.9) 학생 109(10.4)
50대 232(22.1) 무직 및 기타 60(5.8)
60대 126(12.0)

가족
구성
원수

1명 92(8.8)

학력
고졸 이하 212(20.1) 2명 144(13.7)

대학교 재학 99(9.4) 3명 230(21.9)
대졸 639(60.9) 4명 484(46.1)

대학원졸 이상 100(9.5) 5명 이상 100(9.5)
연평균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 465(44.3) 혼인
상태

미혼 356(33.9)
4000~7000만원 363(34.3) 기혼 664(63.2)
7000만원 이상 222(21.2) 이혼 및 사별 30(2.9)

* N = 1,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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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기업 대상의 혼합적 연구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질적 주체인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소비
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경험하고 관련 지식을 보유한 주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증기
업 대상의 혼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주요내용
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업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총130개사이

며 이 중 대기업이 80개사, 중소기업이 50개사이다. 130개 인증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
평가 구성요소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증기업 대상의 설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소비자
원의 기업협력팀 팀장, 실무자와 고문 등 총 3인과 함께 2014년 3월 11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평가의 구성요소 도출 회의를 시행하여 운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증기업 
130개사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온라인 조사 URL을 담은 이메
일을 송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29일까
지 시행하였으며, 최종 26개 인증기업의 36명 인증 담당 임직원이 응답하였다. 
부실 기재된 1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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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및 측정도구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의 설문 내용은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인증기업 설문 내용

구 분 설문 내용 문항수

메타
평가

구성
요소

평가
환경

평가목적
·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가실시성과의 적정성, 
  평가목적의 타당성·적정성, 주관기관의 평가목적 
  인식도

10문항

평가기관 · 주관·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2문항

평가
투입

평가신청 · 평가신청방법의 편리성, 평가신청 제출서류의 
  간편성,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3문항

평가자료 ·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절성 2문항

평가인력
· 평가인력 양적 충분성, 평가인력의 분야별 형평성,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 사전교육의 충분성, 
  평가인력에 대한 신뢰성

5문항

평가
수행

평가과정 ·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2문항
평가시간 · 평가시간의 충분성, 평가기간의 적정성, 평가시기의 

  적정성 3문항
평가방법 · 평가방법의 적절성 · 공정성 · 전문성 3문항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평가목적 부합정도, 평가기준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명료성 이해 가능성, 평가기준
  의 기업특성 반영 충분성

4문항

평가
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 2문항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양적·질적 적절성 2문항

평가
결과
활용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정도 2문항

평가결과 
홍보 ·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시행의 적절성 1문항

평가결과
인세티브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유용성 7문항

인증기업과 응답자의 특성 · 기업의 규모, 업종, 매출액, 인증기간
· 기업 종사자의 직급, 담당업무, 인증업무 경력 등 8문항

(3) 조사대상 인증기업과 기업종사자의 특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표본은 

26개사의 35명으로, 전체 인증기업의 20%에 해당한다. 1개사에서 7명이 응답, 3
개사에서 2명씩 응답, 그리고 23개사에서 1명씩 응답하여 조사대상 인증기업수와 
인증기업 종사자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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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대상 인증기업의 규모는 한국소비자원의 인증기업 구분 현황을 참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대기업이 18개사로 69.2%, 중소기업이 8개사
로 30.8%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기준 인증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이 80개사
(61.5%), 중소기업이 50개사(38.5%)로 인증기업의 규모 비율보다 본 연구의 조사
에서는 대기업이 약간 더 많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조사대상 기업과 기업종사자의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규
모

대기업 18(69.2)

업
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2(7.7)
중소기업 8(30.8)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 1(3.8)

계 26(100.0)  기타 개인서비스업(상조) 1(3.8)
매
출

2천억 미만 10(38.5)

제조업

식품제조업 6(23.1)
2천억~3조 미만 9(34.6) 도축육류 가공저장 제조업 1(3.8)

3조 이상 7(26.9) 음료제조업 1(3.8)
계 26(100.0) 전자제품제조업 1(3.8)

인
증
기
간

6개월 5(19.2) 가정용기기 제조업 1(3.8)
12개월 1(3.8) 봉제의복 제조업 2(7.7)
18개월 3(1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보일러) 1(3.8)
24개월 2(7.7) 기타종이 제조업(기저귀) 1(3.8)
30개월 1(3.8)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화장품) 1(3.8)
36개월 1(3.8) 제조업 소계 15(57.7)
42개월 6(23.1) 도소매업 무점포소매업(홈쇼핑) 1(3.8)
54개월 3(11.5)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1(3.8)
72개월 1(3.8) 금융업 보험업 1(3.8)
78개월 1(3.8) 기타 금융업(카드) 1(3.8)
84개월 1(3.8) 운수업 철도 운송업 2(7.7)

계 26(100.0)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 1(3.8)
계 26(100.0)

응
답
자

직
급

사원·주임 3(8.6)

응답자
담당업무

고객서비스 및 CS기획 23
대리 3(8.6) 소비자중심경영 및 인증제도 주관 21
과장 9(25.7) 소비자상담과 A/S업무 11
차장 11(31.4) 소비자접점채널 관리 4
부장 4(11.4) 소비자패널 운영 관리 3
이사 2(5.7) VOC 수집관리 분석 3
상무 3(8.6) (복수응답)계 35(100.0)

조사대상 인증기업의 매출은 최저 48억원에서 최대 15조원으로, 평균은 2조 7
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값은 1개사에서 7명이 응답한 기업의 매출에 해당하
는 5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천억 미만인 기업이 10개사, 2천억~3조 미만인 
기업이 9개사, 3조 이상인 기업이 7개사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인증기업의 인증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2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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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기업을 ‘품목’으로 구분해두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증기업의 업종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통계청(2010)의 산업업종 및 국가분류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인증기업의 업종을 구분해보았다. 조사대상 인증기업의 업종
은 총16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인증기업 26개사 중 15개사(57.7%)가 제
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식품제조업이 6개사
(23.1%)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인증기업 종사자는 고객서비스 및 CS(고객만
족)기획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소비자중심경영 및 인증
제도 관련 업무, 소비자상담과 A/S업무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관련 조직에서 
소비자중심경영 및 인증제도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1) 면접 대상 표집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소비자중심경
영과 인증제도 담당 임직원으로 선정하였다.

본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의 추천을 통해 면접 대상
을 모집하고 의도적 표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기준표집(criterion sampling)과 최대편차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기준표집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례를 
골라 구성하는 것이며, 최대편차표집은 서로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표집방법이다(Erlandson 외, 1993, 유영만 외 공역, 2006). 

1단계로 기준전략을 적용하여 해당 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소비자 관련 업
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인증기업 종사자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최대편차 접근
법을 적용하여 인증기간이 1~5년, 기업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을 반영할 수 있도
록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간이 1~5년인 
대기업 7개사, 중소기업 3개사, 총 10개의 인증기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총 130개사로 대기업 80개
사, 중소기업 50개사이다. 대기업 80개사의 업종은 통계청 기준 산업분류에 의하
면 제조업이 41개사, 도매 및 소매업 13개사, 금융 및 보험업 8개사, 운수업 4개
사,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개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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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개사, 교육서비스업 2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 2개사,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개사로 총10개 업종에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제조업은 그중 21개사가 식품 제조업이 51%를 차지하여 식품제조업 회사 
2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운수업 1개사, 제약제조업 1개사, 여행업 1개사, 무점포소
매업 1개사, 가스업 1개사를 선정하여 대기업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업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업종과 종복되지 않는 업종으로 선
정하였으며 CCMS 인증기업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보건업 1개사, 운수업 1개사와 화학제조업 1개사를 선정하여 총 3개사를 중소기
업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3-11>참조).  

<표 3-11> 인증기업 면접 대상의 특성

No ID 업 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간 및 최초·재인증 년도
보직18)

(직급19))

동업경력
(소비자

업무경력)

1 G 식품
제조업

2010년-현재
(5년째)

· 최초인증: 2010년(CCMS)
· 재인증: 2012년
· 재인증 2회: 2014년 예정

팀장
(상무)

27년
(7년)

2 H 운수업
(수송)

2010년-현재
(5년째)

· 최초인증: 2010년(CCMS)
· 재인증 1회: 2012년
· 재인증 2회: 2014년 예정

실장
(이사)

28년
(20년)

3 I 가스업 2013년-현재
(2년째) · 최초인증: 2013년 팀장

(차장)
17년

(14년)

4 J 여행
서비스업

2012년-현재
(3년째)

· 최초인증: 2012년
· 재인증 1회:2014년 예정 이사 25년

(12년)

5 K 의약품
제조업

2011년-현재
(4년째)

· 최초인증: 2011년(CCMS)
· 재인증 1회: 2013년

실장
(이사)

30년
(5년)

6 L 식품
제조업

2011년-현재
(5년째)

· 최초인증: 2011년(CCMS)
· 재인증 1회: 2013년 대리 7년

(7년)
7 M 운수업

(배달설치)
2013년-현재

(2년째) · 최초인증: 2013년 상무 8년
(8년)

8 N 보건업 2013년-현재
(2년째) · 최초인증: 2013년 행정

원장
32년

(32년)

9 O 화학
제조업

2011년-현재
(4년째)

· 최초인증: 2011년(CCMS)
· 재인증 1회: 2013년

팀장
(과장)

20년
(5년)

10 P 유통업 2014년-현재
(1년째) · 최초인증: 2014년 팀장 2년

(NGO:15년)

18)  소속 부서가 팀일 경우 팀장, 실일 경우 실장 등의 보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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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인증기업 대상 심층면접의 면접 대상자들은 기업 근무자로 면접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인터뷰 장소 및 시간을 정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
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
을 조정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면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간략한 질문내용, 진행
방식과 소요시간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인터뷰 도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의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
는 것은 어떤 정보도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Patton, 1990)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Gläser & Laudel, 2009, 
우상수·정수정 공역, 2012). 인터뷰 시작 전에 면접대상자에게 인터뷰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며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60~90분 소
요되었고, 인터뷰 장소는 면접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무실의 회의실, 고객
접견실 등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평균 7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총 7시간의 녹음기록은 A4 98매 분량으로 전사되었다. 

면접 녹음 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한 완전축어록을 작성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
용하였으며, 원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하였
다. 주제분석방법은 연구문제의 각 영역과 관련되는 면접자료를 정리하고 영역별
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원자료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한 후 자료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3) 면접도구의 구성
심층면접의 도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구

조화된 인터뷰와 비구조화된 인터뷰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서는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 혹은 인터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인터뷰 질문지

   규모에 따라 각 보직의 직급에 차이가 있다.  
19) 기업의 직급은 일반적으로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보-이사-상무보-상무-
   전무-부사장-사장(CEO)-부회장-회장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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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구조화된 인터뷰에서처럼 엄격하게 질문이 결정되
어 있지는 않으며,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캐묻기(probing)와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시행할 경우,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
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목적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시어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자가 인터뷰 진행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누락시
키지 않도록 한다(유기웅 외, 2012).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
용과 형식이 비교적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
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보다 심층적이고 
폭 넓게 제공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유목적인 대화로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험제공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질적 연구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
이는 인터뷰 유형이다. 

인증기업 대상의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가이드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인증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인증동기는 내부적, 
외부적 인증동기(Greenwood 외, 2002; 이경하, 2012)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인증성과는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와 직간접적 성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Boiral & Roy, 2007; Martinez-Costa 외, 2009). 소비자중심경영 메타평가 구
성요소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박종수, 2003; 김태훈, 2006; 홍성걸, 2007; 김병철, 2008; 김순영, 
2010; 곽진숙, 2010; 조옥경·최금진, 2013)(<표 3-12>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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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인증기업 심층면접 내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메타
평가

구성
요소

평가
환경

평가목적 ·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가실시성과의 적정성, 
  평가목적의 타당성·적정성, 주관기관의 평가목적 인식도

평가기관 · 주관·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
투입

평가신청 · 평가신청방법의 편리성, 평가신청 제출서류의 간편성,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평가자료 ·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인력
· 평가인력 양적 충분성, 평가인력의 분야별 형평성,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 사전교육의 충분성, 
  평가인력에 대한 신뢰성

평가
수행

평가과정 ·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평가시간 · 평가시간의 충분성, 평가기간의 적정성, 평가시기의 적정성
평가방법 · 평가방법의 적절성 · 공정성 · 전문성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평가목적 부합정도, 평가기준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명료성 이해 가능성, 평가기준의 기업특성 
  반영 충분성

평가
결과

평가결과보고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
결과
활용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정도
평가결과 홍보 ·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시행의 적절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세티브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유용성

인증기업과 응답자의 특성 · 기업의 규모, 업종, 매출액, 인증기간
· 기업 종사자의 직급, 담당업무, 인증업무 경력 등

3.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1) 평가위원 면접 대상자 선정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은 소비자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소비자단체, 외
부컨설턴트와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 총 5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2014년 5월 기준으로 평가위원은 총 75명이며 전문분야별 비슷한 인원수로 선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소비자중심경영 평
가 경력이 3년 이상, 평가 기업수가 5개 이상인 평가위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면접 대상으로 선정한 평가위원은 총 6명으로, 소비자학과 교수 2명, 경
영학과 교수 1명, 외부 경영컨설턴트 1명, 소비자단체 종사자 1명,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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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인터뷰 대상자의 ID는 인터뷰 순서에 따라 영
문대문자 A~F로 구분하였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
자학과 교수는 2명을 선정하였으며 다른 네 분야는 각 1명씩 선정하여 총 6명을 
선정하였다(<표 3-13>참조). 

<표 3-13> 평가위원 면접 대상의 특성

No ID 구분 전문영역 및 평가 경력
CCM 평가 경력

기간 기업

1 A 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27년 근무 
  - CCM 전문위원 1년 2010년~현재 20개

2 B 외부
컨설턴트

· 금융업 10년, 경영컨설팅 15년
· KMAC 재직시 CCM 평가지표 개발 2011년~현재 10개

3 C 소비자
단체

· 소비자단체 25년 근무
  (YMCA 소비자고발센터, 소보협, 녹소연) 2009년~현재 20개 

이상

4 D 소비자학
교수

· 소비자학과 교수 25년
· 방통위 인증제도 평가위원 2009년~현재 20개

5 E 소비자학
교수 · 소비자학과 교수 30년 2012년~현재 5개

6 F 경영학
교수

· 경영학과 교수 30년
· KMAC 한국의 경영대상(舊고객만족경영
  대상) 평가위원 20년
· 마케팅대상, 서비스품질대상 등 평가위원

2011년~현재 10개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외부 컨설턴트, 소비자단체 
종사자, 소비자학 교수, 경영학 교수 등 다섯 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5월 기준으로 총75명이다.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의 기능과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
다.

면접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고, 의도적 표본추출과정을 통
해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 1단계로 기준전략을 적용하여 해당 전문영역의 
경력이 20년 이상,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경력 3년 이상, 평가 기업 5개 이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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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원을 선정하고, 2단계로 최대편차 접근법을 적용하여 다섯 개 전문분야를 모
두 포함하였으며, 다른 평가제도의 평가 경력, 평가지표 개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분야에서 6명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2014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60~90분 소요되었고, 총 11시간 20분의 녹음기록은 A4 177 페이지로 전사하였
다. 인증기업 대상의 면접 자료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면접 녹음 자료를 텍스트
로 필사한 완전축어록을 작성하여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면접도구의 구성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 대상의 면접도구는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각 구성요소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평가환경요소는 평가목적과 평
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목적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가 평가의 목적에 맞
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가 실시성
과의 적정성, 평가목적의 타당성과 적정성, 주관기관의 평가목적 인식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평가투입요소는 평가신청, 평가자료, 평가인력 등 세 가
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을 취득하고
자 평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한지, 제출서류는 간편한지, 평가수수료는 적정한
지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자료는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평가 
제출서류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
가인력은 평가위원이 양적으로 풍부한지,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는
지, 사전교육은 충분한지, 평가위원에 대해 신뢰하는지, 평가위원이 얼마나 전문
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평가수행 요소는 평가과정, 평가시간, 평가방법, 평가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다. 평가과정은 평가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한지, 평가시간은 평가기간(평가접
수~인증확정)과 평가시기가 적정한지와 현장평가 시간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지
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방법이 공정하고 전문적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이루어져있다. 평가기준은 
명료하고 적절한지,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준이 평가목적에 부합하는지,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개정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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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평가결과 요소는 평가의 결과, 평가
결과 보고서 두 개의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의 결과에서는 인증기업
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결과를 신뢰하는지, 평가결과에 대해 인증기업이 수용하
는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는 평가결과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되
었는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한다. 

다섯 번째, 평가결과활용 요소는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 홍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의 반영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결과가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지,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홍보는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주관운영기관이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해 적절하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평
가하는 항목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절한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인증기업에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유용성)를 평가하는 항목이다(표 3-14>참고).

<표 3-14> 평가위원 심층면접 내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메타
평가

구성
요소

평가
환경

평가목적 ·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가실시성과의 적정성, 
  평가목적의 타당성·적정성, 주관기관의 평가목적 인식도

평가기관 · 주관·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
투입

평가신청 · 평가신청방법의 편리성, 평가신청 제출서류의 간편성,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평가자료 ·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인력
· 평가인력 양적 충분성, 평가인력의 분야별 형평성,  
  평가인력의 전문성, 평가자 사전교육의 충분성, 
  평가인력에 대한 신뢰성

평가
수행

평가과정 · 평가과정의 적절성과 공정성
평가시간 · 평가시간의 충분성, 평가기간의 적정성, 평가시기의 적정성
평가방법 · 평가방법의 적절성 · 공정성 · 전문성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평가목적 부합정도, 평가기준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명료성 이해 가능성, 평가기준의 기업특성 
  반영 충분성

평가
결과

평가결과보고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
결과
활용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정도
평가결과 홍보 ·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시행의 적절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세티브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유용성

평가위원의 전문영역 경력 및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경력

· 전문영역 경력
·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경력 및 다른 인증제도 평가 경력



- 77 -

4) 자료수집 및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 인증기업과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수행하므로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구분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
준을 적용하였다(엄태완, 2009; 장연주·최현자, 2013).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며 연구 참여자의 지각과 체험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료수집
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서 인터뷰 중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해 캐묻기(probing) 과정을 거쳤다. 캐묻기는 연구 참여자의 “답변이 애매모호하
거나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이 아닐 경우,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기법”이다(여정성 외, 2012, p.59). 이 기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필요시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참여자 점검(Erlandson, 
1993, 유영만 외 공역, 2006, p.162)을 시행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근무 10년 이상이면서 인증제도 담당 경험이 있는 2명을 대
상으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하고 타당한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의 신뢰도와 유사한 개념인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해 논의하여 분석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기업 근무자 2인의 자문과 감
수를 받아 방법적·해석적·절차적 오류를 줄이는 동료 검증(Erlandson 외, 1993, 
유영만 외 공역, 2006, p.159)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반구조화된 설문지 구성시 인증제도 운영
기관의 운영 팀장과 담당자 2명과 함께 설문지에 대해 두 차례 면담을 통해 검토
하였다. Lincoln과 Guba(1985)는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이 확보될 때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다(장연주·최현자, 2013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앞에서 언급한 참여자 점검, 일관성 검증, 동료검증 과정을 통해 중립성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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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와 심층면접,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와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절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인증기업의 평가결과를 알아보았
고, 제3절에서는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
절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1 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신뢰도와 구매의도
       
본 절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인증마크·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대해 알
아본다.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인지도,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
로 측정하였다. 인증마크 인지도는 소비자가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지, 인증마
크 이해도는 소비자가 인증마크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와 주관적 이해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구매시 활용도는 소비자가 인증마크를 보고 구매한 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소비자인지도,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먼저 인증마크에 대한 소
비자 인지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10.8%(113명)만이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2013)의 조
사결과2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500명 중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소비자는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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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구 분 빈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다 113(10.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본 적이 없다 937(89.2)

계 1,050(100.0)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접한 경로, 인증마크
의 의미와 주관적 이해도, 인증부착제품의 구매경험 여부를 측정하였다. 인증마크
를 접한 경로는 제품에 부착된 것을 보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인
터넷 29.2%, 인쇄매체 24.8%, 방송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이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므로 소비자들이 이를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이 인터넷에서 인증마크를 보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에
서 인증기업의 인증취득 게시 글이나 인증마크를 통해 인증마크를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들이 인증 획득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
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표 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구매시 활용도
구 분 빈도(%)

인증마크 접한 경로
방송 16(14.2)
인쇄매체 28(24.8)
인터넷 33(29.2)
제품에 부착된 것 36(31.9)

인증마크 이해도

인증마크 의미 다른 인증이라고 응답 71(62.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고 응답 42(37.2)

주관적 이해도
이해하지 못함 40(35.3)
보통 49(43.4)
이해함 24(21.3)

인증부착제품 구매경험 구매한 적 있음 52(46)
구매한 적 없음 61(54)

* N=11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소비자

그 다음에 인증마크의 소비자 이해도는,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인증마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와 의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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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로 측정하였다. 인증마크의 의미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고 제대
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113명 중 37.2%(42명)로 인지도보다 이해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 1,050명의 4%로 나타나 인증마크에 대
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마크 이해도가 인지도 보다 훨
씬 낮다는 것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홍보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세 가지 형태별 어떤 형태가 소비자들이 이
해하기 쉬운지를 측정한 결과이다(<표 4-3>참조). 소비자들 대상으로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마크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해 용이성을 질문한 결과, 단도형이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11.7%, 기관표기형이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1.1%, 인증명과 기관명이 모두 표기된 인증명표기형이 이해하기 쉽다
고 응답한 소비자가  62.2%로 나타났다. 소비자중심경영 운영규정에서는 인증기
업이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마크의 형태를 단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도
형의 경우 인증기관명이나 인증명칭이 표기되지 않아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은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이 인증마크를 
부착할 경우 단도형 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증명표기형의 활용을 권고해
야 한다.   

<표 4-3> 인증마크 세 가지 형태별 소비자 이해 용이도

CCM 인증마크 형태
이 인증마크의 뜻을 이해하기 쉽다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도형 136
(13)

398
(37.9)

393
(37.4)

121
(11.5)

2
(0.2)

기관
표기형

36
(3.4)

197
(18.8)

375
(35.7)

402
(38.3)

40
(3.8)

인증명
표기형

25
(2.4)

111
(10.6)

261
(24.9)

441
(42)

212
(20.2)

 * N=1,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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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응답자
들에게 인증마크를 보여주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인증마크에 대
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하였다(<표 4-4>참고).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한 소비자들은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3.02), 구매시 중
요도(3.03),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이미지(3.36), 인증기업의 소비자중
심경영 실천에 대한 신뢰도(3.42),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3.39), 인증부착제
품에 대한 구매의도(3.34)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4>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항 목

빈도 (%)
평균
(SD)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증마크
신뢰도 26

(2.5)
174

(16.6)
509

(48.5)
302

(28.8)
39

(3.7)
3.02
(.81)

구매시 
중요도

48
(4.6)

176
(16.8)

390
(37.1)

374
(35.6)

62
(5.9)

3.03
(.91)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이미지 6
(0.6)

47
(4.5)

308
(29.3)

610
(58.1)

79
(7.5)

3.36
(.71)

신뢰도 12
(1.1)

84
(8.0)

382
(36.4)

506
(48.2)

66
(6.3)

3.42
(.82)

인증부착제품 
신뢰도 8

(0.8)
59

(5.6)
319

(30.4)
575

(54.8)
89

(8.5)
3.39
(.66)

구매의도 16
(1.5)

88
(8.4)

305
(29.0)

537
(51.1)

104
(9.9)

3.34
(.72)

 * N=1,050(100%)

각 항목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5%가  
인증마크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1.5%가 구매시 인증마크가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신뢰도는 보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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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증마크를 신뢰하는 소비자와 구매시 인증마크가 중요
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54.5%가 인증기업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
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과 관련된 이미지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
답자의 63.3%가 인증부착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1%가 인
증부착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인증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인증기업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
증부착제품에 대해 구매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차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는 응답
자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표 4-5>참고). 

먼저 성별에 따른 인증마크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보
면, 남자보다 여자가 인증마크의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
가 높고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다는 김성숙(2004), 장학민(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
요도,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
는 20대나 30대 보다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사무·경영 관리직 대비 전업주부가 인증마크에 
대해 신뢰하고, 인증부착제품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의도가 높았고, 학생 대비 전
업주부가 인증마크의 구매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는 전업
주부가 가정에서 식료품 구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시 인증마크를 활
용한다는 김성숙(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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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집단별 차이
N=1,050(100.0)

구분 빈도
(%)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

신뢰도 구매시 
중요도 이미지 신뢰도 신뢰도 구매의도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성
별

남 528
(50.3)

2.9
4(.82) -3.2

**

2.97
(.92) -2.0

**

3.36
(.70) -3.2

*

3.27
(.75) -3.4

3.29
(.75) -3.0

3.36
(.87) -2.5

***여 522
(49.7)

3.10
(.78)

3.10
(.89)

3.50
(.77)

3.42
(.70)

3.42
(.66)

3.50
(.77)

연
령

20대 206
(19.6)

2.97a
(.86)

8.04
***

2.81a
(.87)

22.14
***

3.28a
(.77)

6.28
***

3.26a
(.72)

7.45
***

3.26ab
(.73)

10.71
***

3.30ab
(.86)

12.76
***

30대 235
(22.4)

2.82ab
(.79)

2.73a
(.94)

3.26a
(.74)

3.21a
(.79)

3.19a
(.74)

3.20a
(.86)

40대 251
(23.9)

3.00b
(.76)

3.04b
(.91)

3.37a
(.65)

3.30a
(.73)

3.34b
(.67)

3.42b
(.79)

50대 232
(22.1)

3.20c
(.78)

3.37c
(.80)

3.53b
(.59)

3.52b
(.64)

3.53c
(.64)

3.61c
(.72)

60대 126
(12.0)

3.20c
(.77)

3.31c
(.80)

3.50b
(.66)

3.46b
(.64)

3.55c
(.71)

3.70c
(.82)

직
업

전문직 99
(9.4)

2.98ab
(.89)

3.00
**

3.11bc
(.97)

5.77
***

3.41
(.67)

2.01

3.37
(.79)

1.36

3.39ab
(.69)

2.64
*

3.45ab
(.81)

3.10
**

사무
경영
관리

402
(38.3)

2.94a
(.81)

2.93ab
(.92)

3.31
(.71)

3.28
(.77)

3.27a
(.74)

3.31a
(.83)

판매
서비스
노동
생산

자영업

176
(16.8)

3.00ab
(.79)

3.08bc
(.86)

3.42
(.63)

3.35
(.68)

3.38ab
(.69)

3.45ab
(.84)

무직
기타

60
(5.8)

3.10ab
(.81)

3.30bc
(.84)

3.40
(.63)

3.41
(.72)

3.41ab
(.73)

3.52ab
(.82)

학생 109
(10.4)

3.10ab
(.80)

2.77a
(.90)

3.40
(.68)

3.30
(.65)

3.40ab
(.73)

3.42ab
(.79)

전업
주부

204
(19.4)

3.20b
(.79)

3.11c
(.91)

3.50
(.58)

3.43
(.67)

3.50b
(.66)

3.60b
(.73)

* p < .05  ** p < .01  *** p < .00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었다(<표 4-6>참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
자 반응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
면,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
도와 구매시 중요도,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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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마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그
렇지 못한 경우보다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 인증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증마크 구매시 활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증마크를 보고 구매
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여섯 가지 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거나 의
미를 알고 있거나 인증부착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인
증마크의 의미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표 4-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따른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차이

구분 빈도
(%)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

신뢰도 구매시 
중요도 이미지 신뢰도 신뢰도 구매의도

평균
(SD) t 평균

(SD) t 평균
(SD) t 평균

(SD) t 평균
(SD) t 평균

(SD) t

인
지
도

본적
없음

937
(89.2)

2.99
(.80)

3.86
***

3.01
(.91)

2.47
*

3.40
(.66)

1.88

3.32
(.71)

2.46
*

3.33
(.69)

2.49
*

3.40
(.82)

2.31
*본적

있음
113

(10.8) 3.30
(.81)

3.23
(.87)

3.50
(.69)

3.50
(.80)

3.51
(.76)

3.59
(.84)

계 1,050
(100.0)

이
해
도

이해
못함

71
(62.8)

2.84
(.73)

-4.79
***

2.77
(.86)

-4.26
***

3.20
(.73)

-3.50
**

3.17
(.80)

-3.40
**

3.22
(.90)

-3.04
**

3.25
(.87)

-3.26
**이해함 42

(37.2) 3.54
(.74)

3.5
(.78)

3.64
(.69)

3.70
(.75)

3.66
(.63)

3.77
(.77)계 113

(100.0)

활
용
도

구매
경험
없음

61
(54)

3.02
(.77)

4.25
***

3.00
(.88)

3.11
**

3.29
(.72)

3.73
***

3.27
(.88)

3.49
**

3.34
(.84)

2.66
**

3.40
(.91)

2.64
*구매

경험
있음

52
(46) 3.62

(.74)
3.50
(.79)

3.75
(.60)

3.80
(.69)

3.71
(.69)

3.81
(.69)

계 113
(1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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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구매의도의 관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의 관계
에 대한 기본 가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가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이론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김주환 외, 
2009)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기본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1) 요인의 산정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서 잠재변인은 인증마

크 신뢰도, 인증마크 중요도, 인증기업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이다. 구조
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을 고려
했을 때(김주환 외, 2009),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
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표 4-7>참조). 

<표 4-7> 변인별 정상분포 조건(n=1,050)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SD) 왜도 첨도

인증마크
신뢰도

이 인증마크는 믿을만 하다 3.05(.83) -.14 -.07
나는 이 인증마크를 신뢰한다 2.99(.87) -.19 -.06
이 인증마크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2.96(.90) -.10 -.27

인증마크
중요도

내가 제품을 평가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3.08(.95) -.23 -.36
이 인증마크는 내가 구매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소 중 하나이다 3.00(.98) -.19 -.50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3.02(.95) -.20 -.31

인증기업
신뢰도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약속하는 것은 믿
을만하다 3.30(.79) -.33 .12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대체로 신뢰할만하다 3.39(.79) -.34 .09
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에 대해 대체로 신뢰
할만하다 3.34(.77) -.42 .30

인증부착
제품

구매의도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3.49(.84) -.58 .25
제품 구매시 다른 제품보다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3.35(.93) -.40 -.15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
하라고 추천할 의향이 있다 3.06(.90) -.3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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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는 인
증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컷이
라는 기본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RMSEA, NFI, CFI, TL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
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어<표 4-8>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χ2=105.674(38, p=.000), RMSEA=.041

증분 적합도 지수 NFI=.990, CFI=.993, TLI=.990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1~5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마크 신뢰도와 중요도, 인증기업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대
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다음 <표 4-9>에 제시된 각 모수추정치를 통해 인증
마크 신뢰도와 중요도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증기업 신뢰도를 매개로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신뢰하고, 인증마
크의 구매시 중요도가 클수록 인증기업을 신뢰하였으며, 인증기업을 신뢰할수록 
인증부착제품의 구매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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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t 채택

여부
H1 인증마크 신뢰도 → 인증기업 신뢰도 .39 .46 9.56*** 채택
H2 인증마크 중요도 → 인증기업 신뢰도 .18 .24 5.20*** 채택
H3 인증기업 신뢰도 →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47 .43 13.64*** 채택
H4 인증마크 신뢰도 →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16 .18 4.46*** 채택
H5 인증마크 중요도 →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31 .38 10.10*** 채택

*** p<.001

<표 4-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증마크 신뢰도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인증기업 신뢰도를 통해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증마크 중
요도의 경우 인증부착제품의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다. 경로계
수를 통해 살펴보면, 인증마크 신뢰도가 인증기업 신뢰도를 매개로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20(=.46*.43)이었고, 인증마크 신뢰도
가 인증기업 신뢰도를 매개하지 않고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는 .18이었다. 

반면, 인증마크 중요도의 경우 인증마크 중요도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인증마크 중요도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는 .38로, 인증마크 중요
도가 인증기업 신뢰도를 통해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
수는 .10(=.24*.43)이었다.  

<표 4-10>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모형 경로변인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인증마크 신뢰도 인증기업 신뢰도 .46 .00 .46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18 .20 .38

인증마크 중요도 인증기업 신뢰도 .24 .00 .24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38 .10 .48

인증기업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43 .00 .43

또한 인증마크 신뢰도와 인증마크 중요도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인증마크 신뢰도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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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증마크에 대해 신뢰하면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그로 인해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다. 인증마크 중요도 역시 인증부착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
증마크가 구매시 중요해지면 인증기업에 대해 신뢰하고 인증부착제품의 구매의도
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그림
으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최종 경로 모형

인증기업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신뢰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중요도

.46(.39)***

.24(.18)***

.18(.16)***

.43(.47)***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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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의 평가 

본 절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의 평가결과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1.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
가 구성요소는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총 5개의 
구성요소, 14개의 평가항목, 36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져있다. 

각 구성요소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평가환경요소는 평가목적과 평가기관,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투입요소는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신청, 평
가자료와 평가인력, 평가수행요소는 네 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과정, 평가시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요소는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
결과와 평가결과보고서, 그리고 평가결과활용요소는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결과 
홍보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환경 요소부터 살펴보면, 응답 인
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부적 동기(4.39)로 소비자중심경영
을 평가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와 인증 획
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업무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성과(3.89)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인 공
정거래위원회를 신뢰(4.25)하고, 운영기관(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관)인 한국소비자
원을 신뢰(4.3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평가투입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응답한 인증기업은 평
가위원에 대해 신뢰(4.03)하고 있었지만 평가신청과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투입 요소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지표는 평가수수료의 적정성(3.14)으로 평가수수료에 대해 인증기업이 인
식하는 문제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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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메타평가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구성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균(SD)

평가환경
평가목적

평가
실시동기
적정성

규제기관경쟁사 순응동기(외부적 동기) 2.50(.79)
소비자신뢰와 기업이미지 향상동기(내부적 동기) 4.23(.93)
소비자중심경영 실천동기(내부적 동기) 4.39(.93)

평가
실시성과
적정성

소비자중심경영 업무 개선성과(직접적 성과) 3.89(.65)
불만 KPI 개선성과(직접적 성과) 3.80(.81)
이미지향상·소비자복지 증진성과(간접적 비재무성과) 3.50(.95)
매출·이익률 향상성과(간접적 재무성과) 2.96(1.04)

평가기관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 4.31(.95)
주관 기관에 대한 신뢰 4.25(.97)

평가투입

평가신청
평가신청방법의 편리성 3.42(.94)
평가신청 제출서류의 간편성 3.36(.87)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3.14(.96)

평가자료 평가 제출서류의 양적 적절성 3.64(1.0)
평가 제출서류의 질적 적절성 3.61(1.0)

평가인력

평가위원의 양적 충분성 3.94(1.1)
평가위원의 분야별 형평성 3.69(1.1)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의 충분성 3.67(1.1)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 4.03(.97)
평가위원의 전문성 3.92(1.0)

평가수행

평가과정 평가과정의 적절성 3.97(.88)
평가과정의 공정성 4.10(.94)

평가시간
현장평가 시간의 충분성 3.69(1.1)
평가기간(평가접수~인증확정)의 적정성 3.72(.91)
평가시기의 적정성 3.72(.97)

평가방법
평가방법(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적절성 3.97(.84)
평가방법의 공정성 4.08(.84)
평가방법의 전문성 3.81(1.0)

평가기준

평가기준의 평가목적 부합정도 3.86(.87)
평가기준의 적절성 3.69(.86)
평가기준의 기업 특성 반영 충분성 3.47(.91)
평가기준의 명료성 3.42(.94)
평가지표 개정시 기업의견 충분히 반영 3.31(1.1)

평가결과
평가의 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4.10(.91)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도 4.06(.92)

평가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보고서 구성과 내용의 충실성 3.97(.88)
평가결과 보고서의 양적·질적 적절성 3.92(.91)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결과의 유용성 3.97(1.1)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정도 4.11(.82)

평가결과 홍보 평가결과 우수사례 홍보 시행의 적절성 3.11(1.1)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 2.97(1.3)

인 센 티 브
의
유용성

공정위 신고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 3.03(1.22)
공정위 운영 소비자관련법령 위반시 제재수준 경감 3.11(1.32)
공정위 운영 소비자관련법령 위반시 과징금 경감 3.17(1.38)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3.46(1.22)
우수 인증기업의 직원에 대한 포상 3.31(1.18)
인증마크 사용 가능 권한 3.83(1.01)

* N=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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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평가수행 요소에 대해서 응답 인증기업은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4.10), 평가방법이 공정하다고(4.08)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시간에 대
해서는 평가시기와 평가기간이 적정하고(3.72) 현장평가 시간이 충분한(3.69)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한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이 명료하고 기
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평가하여 이에 대
해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평가결과 요소에 대해서 응답 인증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
며(4.10) 평가결과에 대해 수용하고(4.0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보고서
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보고서가 충실하며(3.97)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다고(3.92)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활용 요소에 대해서, 응답한 인증기업은 평가결과가 기업의 소
비자중심경영 개선이 도움이 되며(3.97), 차년도 소비자중심경영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4.11) 평가하였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시행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3.11)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일 낮게(2.97)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기업의 평가결과를 정량적
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응답한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
부적 동기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인증 취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업무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결과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
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인증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이 정부기관의 인증제도를 신뢰한다는 기존 연구결과(Laric & Sarel, 1981; 
Banerjee & Solomon, 2003)와 일치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은 평가위원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으며 평가과정과 방법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소비자중심경영
의 평가기준이 명료하고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인증기업은 대체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평가결과가 기업의 소비
자중심경영 개선에 유용하다고 평가하였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절하
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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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다음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다. 앞서 살펴본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정량적 분석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평가환경 요소의 측면

평가환경 요소의 측면에서는 평가목적의 부합성,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평
가 실시성과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아본다. 

(1) 평가목적의 부합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고 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구매결정시 선
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기업 인터뷰 결과, 소비
자중심경영 평가(인증제도)는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어 인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가 소비자중심경영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평가의 목적에 맞게 기업이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도록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 : CCM 인증제도의 역할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도화됐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한테 압박의 수단, 당위성.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물론 소비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회사는 망하거든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당위성을 준거죠(인증기

업, 식품제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인증의 본래 목적에 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기
업 간에 부가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면접 대상 인증기
업인 N사는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인증기업 과의 업무제휴로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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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은 인증기업 중 
소비자중심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벤치마킹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이업(異業)간의 업무 제휴를 통해 매출이 상승한 사례가 있었다. 이
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외에도 인증기
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 : 오히려 그렇게 해서(CCM 인증기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업 제휴도 되고 그

랬어요. 병원에서 이런 걸 다 해? 아, 이 병원 유별나네. 우리랑 제휴합시다. 그래서 

제휴도 Z기업이랑. 벤치마킹 간 기업은 전부 그쪽에서 다 요구를 했어요. 기업 연계

를 먼저 했죠. 그쪽에서. 연계해서 매출에 도움이 됐죠(인증기업, 보건업).

(2) 평가 실시동기의 명확성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시행하는 
동기로 규제기관 순응,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객관적 점검, 소비자중심경영
의 내부적 Boom-up을 들었으며, 인증기업별 실시동기가 다르지만, 각 기업 상황
이나 특성에 따라 인증 동기는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기업의 인증 동
기는 ‘규제기관 순응’으로 인증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인증을 취
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G : (CCM 인증취득의) 직접적인 계기는 뭐 소비자원에서 했으니까 했죠. 그게 솔직

한 얘기죠(인증기업, 식품제조업).

H : 사실 민간에서 고객만족대상이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상업적인 부분이고. 이런 정부 섹터에서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좀 가구요(인증기업, 철도운수업). 

두 번째, 인증기업의 인증 동기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객관적 점검’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인증기업 I사는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여 인증
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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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저희가 Service Identity 확립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체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VOC를) 수집해가지고 

경영에 담아내고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받을 

수 있는)뭐가 있어야겠다. 다른 회사도 방문해보고 (CCM)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 그

래서 저희도 이참에 도입을 정식으로 해보자.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인증기업, 가스공급업).  

세 번째, 기업의 인증 동기는 ‘소비자중심경영의 내부적 Boom-up’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부적으로 주요 사업 런칭을 앞두고 있을 경우 인증 획득
을 위한 준비과정 자체가 기업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 고객만족경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도 외부 민간 대상이라든지 받았는데. 이후

에는 대외수상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루틴하게 돌아가다 보

니까 뭔가 붐업할 자극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부적으로 2012년도에 

경부 고속철도에서 2단계 개통을 앞두었다든지 고속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리붐업도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교육이나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설정한 것이고요(인증기업, 철도운수업). 

인증기업의 평가 실시동기는 외부적인 동기인 규제기관 순응과 내부적인 동기
인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객관적 점검과 내부적 Boom-up으로 나타났으며 인증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객관적으로 점검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은 향후 본 인증제도가 국내 많은 기업에게 확산될 수 있
다는 바를 시사한다. 

(3) 평가 실시성과의 적정성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의 인증 성과(평가 실시성과)는 소비
자중심경영 체제 확립, 소비자 관련 부서의 위상 향상, 소비자 관련 부서의 소비
자중심업무 실행 권한 부여, 임직원의 자부심 제고 및 자발적 동기 부여 등이 제
시되었다. 즉 인증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받으면서 소비자중심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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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의 위상이 향상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업이 실제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가장 큰 성과를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
심경영 체제 확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10개 기업이 모두 
동일하게 언급한 것으로 인증획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평
가기준에 따라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소비자 중심적 업무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L : CCM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관련 할 수 있는, 조직을 아우르고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하거든

요. 혁신, 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인증기업, 식품제조업).

N : 이런 인증제도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중심경영 실천)할거지만 이런 인증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데 체계화가 되는거죠(인증기업, 보건업).

두 번째 인증 성과는 소비자 관련 부서의 위상 향상으로, 인증기업은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련 부상의 위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O : (소비자 관련 업무) 특히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낮고 전문성이 낮아도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쪽으로도 이미지가 너무 낮은거 예요. 어. 정

말 가보니까 ‘상담 누구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저 지금 너무 많이 알

게 된 거예요. CCM 도입하고 CCM 인증 기업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 가장 큰 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CCM 

인거예요(인증기업, 화장품제조업).

세 번째 인증 성과는 소비자 관련 부서의 소비자중심업무 실행 권한 부여이다. 
과거에 기업 내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업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피드백하면 그 문제 해결 및 개선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
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획득 후 인증기업들은 수
집된 VOC를 전사 공유하여 모든 유관 부서에 전파하고 소비자문제 발생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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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협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L :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주인(개선의 책임

이 있는 부서)이 여러 곳일 때(대부분의 소비자문제는 여러 부서의 복합적 책임임).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런(소비자 중심적인) 문화라던지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있을 

때는 핑퐁만 쳤죠(서로 다른 부서의 탓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핑퐁 치는 부

서들을 묶어서 집중 개선할 수 있으니까(인증기업, 식품제조업).

네 번째 인증 성과는,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며, 지속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면 M사의 직원들은 정부기관 인증획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동기부여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기업은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정부기관 인증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지
속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M :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죠. 우리가 그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부인

증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다. 그런 것들이 회사에 있고 그 다

음에 이런 것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변화가 눈에 보입니

다(인증기업, 배송설치 운수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소비자 관련 부서의 위상이 향상되
고 소비자중심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유용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B2B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기관 인증취득이라는 
점이 거래사와의 계약에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어서 임직원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위
해 기업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성
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부터 실제적인 실행까지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해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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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투입 요소의 측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투입 요소는 평가신청의 편리성·적정성, 평가자료의 양적·
질적 적정성, 평가인력의 평가자질 적정성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
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 응답자들이 평가신청의 편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적당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에서는 평가자료와 평가인
력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정성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자료는 기업이 제출하는 공적기술서와 소비자중심경영 운
영매뉴얼을 의미한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관련 서류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
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자료를 해당 평가위원에게 전달하고 평가위원이 사전 검
토 후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은 평가자료 중에서 실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매뉴얼인 운영매뉴얼이 공적기술서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공적
기술서는 분량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평가기준의 중분류까지 작성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응답하였다.  

P : 공적기술서의 분량이 너무 많죠. 제 입장에서는 큰 테마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리더십부처 시작해서 이게 중분류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소분류는 마치기 시작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되게 커요(인증기업, 유통업). 

L : 공적기술서라는게 정말 시간낭비적인 Paper Work이 크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그 

안에서(공적기술서를) 통해서 얼마나 잘했다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중

복된 문항도 겁나게 많고 그래서 저는 매뉴얼, 매뉴얼이라는게 아 이게 이 조직에서 

실제로 쓰여졌을 때 실제로 활용이 되겠다 아니겠다를 먼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가위원들이. 그리고 공적기술서를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중분류정도

로 해서 간략한 줄기만을 축약해서(인증기업, 식품제조업).

이런 결과를 통해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자료인 공적기술서와 운영매뉴
얼은 기업의 입장에서 과도한 업무로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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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인력의 평가자질 적정성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은 각기 다른 5개 분야의 전문
가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인증기업은 평가위
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이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K : (평가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죠. 그 분들이 지적하는 사

안들이 다 맞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합

니다. 객관적인 평가위원 눈으로 본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인증기

업, 의약품제조업)

그러나 응답한 인증기업들은, 평가위원이 기업과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며,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 너무 이론적인 사항을 지적하여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위원 중에 전문분야의 특성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인증기업들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 J는 평가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국한해서 그 분
야에 대해서만 평가한 경우를 예로 들었으며, 인증기업 K 역시 기업의 현실을 모
르는 평가위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평가위원의 시각이 편협한 경
우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L : 평가위원이 배분될 때, 좀 동떨어진 분야에서 오시면 좀 힘들어요. 학계 계신 분

들은 너무 이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질문도 식상하고, 굉장히 마이너하고 현실 불가능

한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힘들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하니까요

(인증기업, 식품제조업).

J : 평가위원 한 분은 불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그 차원은 넘었거든

요. VOC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는 그것을 넘어섰죠) 서베이하고 서비스 디자인해

서 이런 회복전략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만만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안되죠(인증기업, 여행업). 

 
K : 아마 000 옴부즈만이었어요. 유명한 분인데. (CCM 현장평가 중 CEO인터뷰

때) 사장님, 소비자들의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

를 하시니까 힘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 개성대로 하는거고 

(평가)위원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CCM이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오시

면 좋겠어요(인증기업, 의약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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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은 평가위원들 중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있
으며, 이분들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위원 
분야 중 학계는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고, 한국소비자원 소속 평가위원
은 기업과 경영 전반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H : 질적으로 보면 평가위원들이 조금 더 이 뭐랄까. 전문화될 필요가 있지않겠나 하

는 생각도 좀 듭니다. 평가위원 중에 어떤 분들은 CS나 이런 것을 오래해서 뭘 봐야 

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에 비해서 다른 

평가위원들 몇몇 분들을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전문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그

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체크리스트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 자

체에서, 경험상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이나 전문성에서 보완돼야 하지 않나. 학계는 이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원쪽에는 소비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스템

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인증기업, 운수업). 

3) 평가수행 요소의 측면

평가수행 요소의 측면에서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평가시간의 적정성, 평가방법
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인증기업 인터뷰 결
과, 대부분의 인증기업들이 평가시간과 평가방법이 적정하고 충분하다고 평가하
였고,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평가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
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과정의 공정성

심층면접 결과, 응답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주관하
고 운영하는 제도로 다른 인증제도보다 인증 탈락률이 높아 인증 획득이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인증 탈락률이 높아 인증 획득이 어렵다는 것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답 인증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과
정이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N : (CCM)인증 접수해서 떨어지는 기업 많잖아요. CCM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뜨려요, 생각보다. 제가 (인증제도를 CCM 인증제도까지) 네 개를 하고 있는데 
CCM처럼 허다하게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작년에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
든요. 여기서는 현장에서 떨어뜨려버리니까 이게 참 받아놓고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도 다른데서 쫓아오기가 쉽진 않을 거다(인증기업,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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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2013년 10월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에 5개였던 대분류를 4개로, 13개의 중분류를 9개로, 76개의 평가지표를 49개로 
축소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은 평가기준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평가지표
의 의미가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소비자중심
경영의 평가기준이 하나로 되어 있어 하나의 평가기준을 모든 사업형태, 업종에 
적용하려다 보니 기업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L : 평가기준 자체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인증기업, 식품제조업).

P : (평가기준이) 제조 베이스인거죠. 우리 같은 회사(유통업)에는 안 맞는 항목들이 

있어. 우리 회사는 판매도 안 하고 제조도 안해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를 감시하고 있죠(인증기업, 유통업). 

또한, 현재의 평가기준은 B2C 기업에게 맞춰져 있어 B2B 기업이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토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인증기업 협력사의 
인증취득을 독려하는 현 시점에서 대기업 협력사의 대부분이 B2B 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사업형태에 따라 평가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L : 소비자원쪽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건데 우리 기업들을 보면 B2C 위주예요. 많은 

B2B 기업들이 많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평가기준을 보면 B2C 기업을 위한 평

가(기준)라고 생각해요. 저는 B2B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를들

면) B2B 기업들은 콜센터라든지 소비자 전문 자격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답변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컨택 센터는 필요 없다고 판단)(인증기업, 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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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요소의 측면

평가결과 요소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의 유용성, 평가결과 보고서의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도와 평가결과의 유용성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들 마다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수용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은 평가위원들이 
전문가이고 다양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경험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평
가결과 수용도와 유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인증기업은 일부 평가위원들이 평가결
과 총평시, 형식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이나 개선
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I : 아무래도 평가위원분들이 그쪽 전문가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 소비자단체, 원장

님 등. 또 여러 업체 다니시잖아요. 말씀하시는게 이제 그 부문에 있어서 우수한 업

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하고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

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도움이. 왜냐면 이제 자기가 심사 다녔던 업체

에서 가장 잘 된 사례를 (말씀)해주는거니까(인증기업, 가스공급업).

H : 주로 저는 이 평가를 수긍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는 참석을 하지만 뭔가 평가를 

위한 평가,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멘트하는 것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인

증기업, 운송업).

이런 결과는 인증기업의 평가결과 수용도와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평가결과 보고서의 적절성과 유용성

인증기업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들 중 평가결과 보고서에 만족한 경
우도 있었던 반면 불만족한 경우도 있었다. 평가위원들 중 소비자중심경영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럴 경우, 인증기업은 평가결과 보고서의 적절성에 대해 낮
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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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처음 평가결과 보고서는 만족했어요. 이건 우리가 봐도 취약하다. 그걸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분만 오신 것도 저번에는 실제적으로 4분이 오셨

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조금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셨다면 좀 깊이는 없어도 범위나 이런거는 정확하게 봐주셔야 하는데 불

만만 계속 이야기하시면 너무 일부니까. 비중을 그렇게 두면 안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인증기업, 여행업).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기업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 신뢰
하고 있었으나, 평가위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에서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위원이 인증기업의 특성을 이해한 
후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M : 교수님들이 전공이 하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원에서 교육이 필요하죠. 평가위원의 주관이 없을수 없고 

다만 피평가 기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이 되게끔 해야된

다 이거죠(CCM인증기업, 운수업).

평가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결과 보고서 내용이 피평가 기업이 실
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인증기업은 평가결과
를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며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평가결과(보고서)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인증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결과 보고서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여 평가결과 보고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써주는 거니까 현재까지 신뢰할만하고 거기 지

 적사항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인증기업, 식품제조업).

I : 사실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하라고)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이

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 회사에 담아낼 건가 이 고민이 사

실 더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워크샵을 더 했었고 그런 과정이 더 필

요하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컨설팅처럼 이 부분을 고치세요 액션플랜을 주는 게 

아니고 방향만 주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 사실 좋았어요(인증기업, 가스공급업).



- 103 -

5) 평가활용 요소의 측면

평가활용 요소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 홍보 시행의 적절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과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평가결과 홍보 시행의 적절성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소비자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낮아서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유인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결과와 인증제도를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 : 일단 성과라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CCM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지 측면에서 보면 

고객들은 CCM 자체는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되는 부분

이라든가 CCM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인증기업, 화장품 제조업).

본 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마크 활용을 인증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고 설명하지만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낮은 상황에
서 기업이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선택을 제고시키는 것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도를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인증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증제도에 대해 홍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K : 이걸(CCM 인증마크)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려고 해도 소비자들이 

알아줘야 이것을 활용하는 건데 아직 홍보가 덜 되고 기업이 CCM을 홍보하는 것

은 맞지 않는거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홍보는 사실 기업보다

는 중앙기관에서 해주시는게 더 맞는거 같아요(CCM 인증기업, 의약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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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유용성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는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인증기업 P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인 경우 조달청 물품 납부시 가점 1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또 다
른 인증제도인 CP21)를 따려면 소비자중심경영이 필수이거나 가점 부여 등 기업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증기
업은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P : 공정위는 실질적인 이득을 주면 돼요. 제가 모 회사의 얘기로는 인센티브 그런 

거 다 필요없고 조달청에 물품 납품할 때 가점이 1점이야. 그럼 기업이 목숨걸고 한 

대요. 요즘 가족친화경영하면 가점 이런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CP를 따려면 CCM이 

필수야. 이런게 들어가면 좋겠죠. CP를 따는데 CCM이 있으면 가점이야. 그 정도만 

되도 굿이죠(인증기업, 철도운수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
서는 소비자가 인증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구매결정에 활용할 수 없다
는 문제를 야기하고, 인증기업 입장에서는 인증기업이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
지 않고, 제도에 대해 홍보를 꺼리는 문제를 일으킨다.예를 들어 인증기업 H사는 
인증제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인증마크의 활용가치를 높게 인식하지 못하여 인
증에 대한 홍보를 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센티브 중 인증마크 사용권한의 유용성이 낮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 : (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영향을 못 미친다. 하다못해 

민간에서 하는 인증도 마크를 만들어서 그걸 붙이면 좋은 기업이 되는 것처럼. 이것

(CCM 인증제도)은 홍보 면에서 뒤떨어져서 활용가치를 높게 인식하지 못하죠. 저희

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볼까도 생각도 했어요. 대대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는 매체

가 열차 내에 영상매체도 있고 대합실이라든지 있고 전광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인

지도가 낮아서) 그래서 부착하는게 효과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재작년에 최

초 인증 받을 때보다도 작년에 덜 홍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인증기업, 철도운수업). 

21)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
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 제도이다. 2014년 6월 기준 395개 기업들이 
CP 등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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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법률 
위반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은 이에 대해서도 유용성
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인증기업 O는 인증 기업들은 대부분이 소비자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려는 기업들인데, 법규 위반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유용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O : 뭔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저희는 그 전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는 업체가 법규 위반

을 한다는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감해준다가 아니라 잘 지켰

을 때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제 바람이거든요(인증기업, 화장품제

조업).

이상의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환경 요소 관련해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맞

게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목적의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인증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
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는 하는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 인증을 취득하
였다. 본 제도를 통해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소비자 관련 
부서의 위상이 향상되었으며, 소비자중심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
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두 번째, 평가투입 요소와 관련해서 인증기업들은 평가자료 중 공적기술서의 
요구분량이 많아서 이에 대해 적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
로 향후 공적기술서의 분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공적기술서보다는 운영매뉴얼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위원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은 인정하
였지만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자질의 적정성과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향후 평가위원의 소비자
중심경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평가수행 요소와 관련하여 인증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과정, 평
가시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평가기준은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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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인증기업들은 평가결과 및 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
였는데 이는 평가위원이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
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평가자질에 따라 낮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의 평가자질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 평가결과활용 요소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 시행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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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

본 절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 대상
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인증제도의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결과활용 요소의 측면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평가환경 요소의 측면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환경 요소는 
평가목적, 평가 실시성과의 타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목적의 명확성

(1) 평가목적의 명확성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소
비자를 위한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중심경영 인
증제도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목표
대로 인증제도를 통해 신뢰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
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본 제도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평가하였다.      

B: 이 제도 자체는 소비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평가위원, 외부컨설턴트).

F: CCM이 실천되면 그냥 만족스러움이 아니고요. 신뢰 사회 구축이라는게 전 된다

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서로 믿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유통기한 믿어야 돼? 원산

지 믿어야 돼? 유통기한? 성분? 지금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는 거죠(평가위원, 경영학 교수). 

E: CCM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한 시장환경을 만들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장 기본이 신뢰거든요. 신뢰이고. 거기에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시장환경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평가위

원, 소비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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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C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은 소비자주권 확립에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체이자 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중
심경영을 실천해야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주권을 실현 
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창출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C: 요즘은 소비자 없는 기업은 없다. 결국은 소비자가 중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비자주권을 이야기하자.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시장을 변화시킨다. 소비자중심경

영은 소비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면 소비자

주권이 확립되는 시장경제가 되지 않을까(평가위원, 소비자단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시행 초장기의 제도이
고 주관기관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소비
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직까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
과, 평가위원들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시행기간이 짧고, 
주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아서라고 평가
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 합리적 소비 등에 대한 가치를 추
가하기 때문에, 소비자중심경영과 인증제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 : CCM 인증도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은), 낮은 

인지도는 만든지 얼마 안됐고, 공정위나 소비자원이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노

력도 사실 부족했고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좀 주도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공정

위)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냥 (소비자)원에다 알려주고 방기죠, 사실. 그런 모습이 

극복이 된다면 좀 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보면 fair trade, 착한 소비, 합리적인소비. 결국 소비자중심경영을 한 기업

이네 이런 걸 알면 구매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고 또한 이것을 인증 받은 기업이 우리

나라 몇 만개 기업 중에서 130개 밖에 안 되고. HACCP처럼 운영기간이나 시간이 

된다면(지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평가위원, 외부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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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실시성과의 타당성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인증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경영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위원들은 인증기업이 소
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을 소비자중심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Self-Checklist
로 활용하며 소비자중심경영을 점검·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 : 중견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상담실이 없다가 CCM (인증을 도입하면서) 체

계를 구축하면서 상담실을 만들고, 수선정책 같은 것이 없이 막 하다가 이런 방침

을 만들고(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E : 실제 나가서 (평가를) 하다보니깐 기업들이 CCM의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네 

경영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서류(평가를 위한 공적기술서와 CCM 운영매뉴

얼)를 만들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 같아요. 정리를 하고 반성도 하고 아 이런 점

은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계기를 갖는 거 같

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CCM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2. 평가투입 요소의 측면

평가투입 요소 관련해서는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정성,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충분성 그리고 평가위원 교육의 양적·질적 충분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1)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정성

평가위원 인터뷰 결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매뉴얼에 대해서는 평
가자료로서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평가 기업들 중에 운영매뉴얼을 형
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어서, 평가위원들은 이런 경우는 평가자료로서 질적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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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비자중심경영 운영매뉴얼의 경우) 일은 점점 늘어나고 해야할 일은 많고 매뉴

얼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매뉴얼은 필요

하고 이게 사규에 등록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매뉴

얼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내

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평가위원, 한국소비자원).

공적서(공적기술서)의 경우에도, 예전 평가 시의 공적서에서 수치만 바꾸는 형태
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우 평가자료로서 질
적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F : 어떤 기업은 봤더니 심사관(평가위원)이 쉬는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왜요? 지난 번에 받았을 때랑 공적서에서 수치만 바뀌었지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번 나갔을 때 한 두 기업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하는데 인증이라는 걸 줘야 

해?(평가위원, 경영학 교수).

인증기업은 평가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때, 평가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
서 공적기술서의 분량이 많아서 업무 로드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평가위원
은 평가자료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피평가 기업이 평가자료를 너무 형식적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결과는 인증기업 입장에서 평가자
료를 적정화하고 분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적정화되고 분량이 최
소화된다면 피평가 기업들이 평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시한다. 

2)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충분성과 교육의 양적·질적 충분성

(1)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충분성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충분성 관련하여 평가위원 F는 평가위원들이 기업 현실
을 감안해서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가위원들 조차도 평가위원들에 대해 기업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평가하여 일부 평가위원들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자질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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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기업이 실제로 시행하는 데 따른 어떤 그 기업만의 에로사항이 있어요. 그걸 사

실은 감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총평을 할 때 CCM 또는 

CS 관련 담당자 보충이 필요하다. 그거는 몰라서 안 하는거 아니거든요. 기업체, 적

합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도 CS 하고 싶은데 건축을 하면서 CS 한 

사람 나와바라.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는 이걸 하라고 그랬

는데 인원 보충도 안 되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업의 현실성이라는 부분을 좀 감

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약요인이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

든요(평가위원, 경영학 교수).

평가위원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평가위원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구
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평가위원들이 피평가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평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는 지적도 있었다. 

A : 예를 들면 (기업만의) 자기 공법이 있다. 닭고기 업체다. 물로 씻을 수 있고 공

기로 할 수도 있고 자기들만의 전문적인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은 한계는 있죠(평가위원, 한국소비자원).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보니 각 분야
의 전문성은 뛰어날지라도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단체 전문가는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계 전문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NGO 계신 분들은 소비자 관점이라서 그런지 경영에 대

한, managemen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있더라구요. 질문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교수분들은 프랙티컬한게 약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힘들어 하는게 뭐냐

면 어쨌든 강평을 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쓰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론적이다, 우리 현실을 모른다 이런식이 된다는 거죠(평가위원, 외부 컨설턴트).

이런 결과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평가’이며, 그 
평가의 주체인 평가위원들의 평가자질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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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 교육의 양적·질적 충분성

평가위원 인터뷰 결과, 평가위원들은 현재의 평가위원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평가위원 교육은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전
문화하기 위하여 교육 컨텐츠를 보완하고 현재 년1회 시행하는 교육을 반기별 1
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평가위원 D는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경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평가위원 교육의 질이 중요한데 평가 관련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D : 처음 평가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좀 오래하셔야 할 것 같고. 이틀 정도를 한다

거나. 평가를 좀 오래하셨던 분들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고.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

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떤 quality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번 

갔더니, 외부 누구라면 아는 정도의 강사신데 노래를 부르시더라구. 분위기만 즐겁게 

해주고 가시고. 내용이 없다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용, 

quality도 중요하고 오히려 평가하는 분들에게 뭐가 요구가 되는지를 물어서 그 요구

도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전문화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평가위원, 소비

자학 교수).

평가위원 B는 현재 평가위원 교육 회수가 년1회인 것을 평가시행 횟수와 동일
하게 반기별 1회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평가위원 교육의 컨텐츠로 
기업과 경영, 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교육하여 매 평가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 : 지금 워크샵을 하는데 1년에 한번 해요. 3월에 하루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두 번 이상. 왜냐면 이게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하반기 봐야 될 이슈

라던가. 사회적 이슈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는 이렇게 되겠죠. 

작년에는 개인정보유출,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기업에 가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적인 워크샵이 상하반기(에 1회씩) 정도 있으면 좋겠다(평가위원, 외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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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수행 요소의 측면

평가수행 요소 관련해서는 평가시간과 시기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과 공
정성,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평가대상 특성 반영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1) 평가시간·시기의 적정성

평가위원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평가시간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평
가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현장평가는 하루(09:00~17:00) 동안 진행되는데 이 시
간동안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현황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
만, 평가시행의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D : (평가시간은) 충분하더라구요. 처음 오신 분들도 더러 같이 하다보면 충분하다고 

하시고(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E : 사실 하루 가서 현장평가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거는 그야말로 충분하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현재 시행할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한다면 이거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비용이나(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평가위원 B는 평가시기는 기업들이 원할 때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운영
기관 입장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평가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반기별 1회 평
가를 시행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B :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건 이것도 역시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매

일 해도 좋겠죠. 그런데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하면 좋겠는데. 현재의 소비자원의 

인력구조나 이게 진천으로 가는 것도 감안하고 하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평가위

원, 외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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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의 적절성과 공정성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면평
가는 실질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인증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평가자료
(공적기술서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매뉴얼)는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 전에 인증 
신청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중심경영 평
가방법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평가위
원들은 현재의 평가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D : 저는 괜찮다(평가방법이 적절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경험

이 있으면 평가를 다 하고나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거든요. 기존에 했던 기업들

과 비교해보면. 윤곽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B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뛰어납니다. 적어도 내일 기

업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오늘 아침까지도 누가 할지 몰라요. 또 평가위원들한테도 

그것을 할 때 날짜만 알려주지 어느 기업인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공적기술서 보낼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뢰하는 밑거름이 되는거예요. 그

래서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또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데(평가

위원, 외부 컨설턴트).

3)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평가대상 특성 반영정도

평가기준의 명확성은 평가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하
는 항목이고, 평가기준의 평가대상 특성 반영정도는 평가기준이 평가대상인 기업
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평가위원 인터뷰 결과, 
평가위원들은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평가대상의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의 명확성부터 살펴보면, 평가위원 B는 평가지표의 의미가 모호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
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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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지금 있는 게(평가기준) 좀 너무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라고 하면 이 어떠한가에 대한 definition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확

히 설명, 해석이 돼서 공유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의적

인 해석의 공간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데이터 이외

에 상상력과 자기의 경험과 이런 여백을 통해서 평가하는 기준도 있어야 돼요. 이것

이 너무 계량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balance가 안 맞으니까 준비하는 사람(CCM 

인증준비 기업의 관리자 및 담당자)도 어렵고 평가하는 사람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돼요(평가위원, 외부 컨설턴트).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준이 평가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
는지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 D는 현재의 평가기준이 단일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평가기준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D : 정량적인 것이 좀 더 포함되어 가중치를 시대에 따라서,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하지 않을까? 지금은 문항 간 가중치가 똑같고 배점도 같고 점수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이런 결과는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에 참여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인
증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반영할 수 있
는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4. 평가결과 요소의 측면

평가결과 요소와 관련해서는 평가결과의 수용도, 평가결과 보고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1) 평가결과의 수용도

평가위원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피평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수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위원 D는 특정 기업을 예로 
들면서 피평가 기업들이 현장평가 당일 평가결과를 전달하는 총평 시간에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경청하는 것으로 피평가 기업의 평가결과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평가 기업의 평가결과 수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 116 -

D : (평가결과 수용도는) 높다고 평가해요. 어제 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진이 

있고 실무진이 있고 다른 부서의 팀장들이 와서 한 50명이 앉아서 (평가결과를 듣더

라구요)(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2) 평가결과 보고서의 양적·질적 적절성

평가위원들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시 피평가기업을 하루만에 평가하여 개선
점을 도출하고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현재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평가결과 보고서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평
가하였다 

A : 사실 현장평가는 당일 하루 하는건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보

면 강점, 약점이 있는데 강점 같은 경우는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약점은 쓰기는 쓰지

만 그렇게 하면(평가결과 보고서에 적으면) 다음 재인증 평가시에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시스템인데 오해할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평가

위원, 한국소비자원).

E : 평가결과 보고서는 세 명의 평가위원이 각각 평가초안을 작성하여 평가위원장 및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평가위원장이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작성한 후 각 평가위원들에

게 1차 종합평가를 송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평가위원장이 최종보고서를 작

성하여 소비자원에 제출하죠. 현재의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 같은데요(평가

위원, 소비자학 교수).

이런 결과를 통해 향후 평가위원 대상의 교육 시행 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에 대한 교육 시간을 늘리고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평가결과활용 요소의 측면 : 평가결과 홍보 시행의 적절성

평가결과활용 요소 관련해서는 평가결과 홍보 시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
다. 평가위원의 경우 인증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해 평
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의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들도 주관기관의 홍보 시행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평가위원 E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하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홍보에 투자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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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정부에서 주는 인증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만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게,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만

들었다면 홍보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가 소비자중심경영이 이런거구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가 붙은 그런 제품을 사

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구나. 이건 국가가 주는 인증마크니까. 이런게 확실하게 홍

보가 되면 기업이 너도나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예

산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뭔가를 

특히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건 초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이게 성숙할 때까지는 그렇

죠.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평가위원, 소비자학 교수).

평가위원 F 역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관
기관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F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통해 포괄적으로 기업이 가진 성격을 표시해줄 수 있고 

고객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이런 

첫째 주관기관에서 그 몫을 다 못하고 있어요. 주관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뭐라는 부분에 대한 걸 분명하게 홍보해야 한

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그것을 모르고 워낙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것

이니 우리가 이걸 언젠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면 언젠가는 그 성과를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은 기관 관점이라는 거죠.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평가위원, 경영학 교수).

이상의 평가위원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환경 요소 관련해서 평가목적의 명확성, 평가 실시성과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 목적이 명확하
고 평가 실시성과가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위원들은 본 인증제도가 소비자
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인증제도의 목표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신
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
가하였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기관이 3년으로 제도 시행의 초창기이고 주관기
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평가투입 요소 측면에서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적정성, 평가위원의 평
가자료 충분성과 평가위원 교육의 양적·질적 충분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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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평가자료가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
며, 평가위원의 평가 자질 역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위원 교육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평가자료의 양적·질적 충분성,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충분성, 평가위
원 교육의 양적·질적 충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평가수행 요소의 측면에서, 평가시간과 시기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적
절성과 공정성,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평가대상 특성 반영정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위원 심층면접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시간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가위원들은 현재의 평가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
나 평가위원들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다양한 기업 규모, 업종과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네 번째, 평가결과 요소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의 수용도, 평가결과 보고서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피평가 기업들의 평가결
과 수용도가 높고 평가결과 보고서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
나 일부 평가위원들은 피평가 기업을 하루 만에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향후 평
가위원 대상의 교육 시행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는 평가결과 홍보 시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위원의 경우 인증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의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인증기업과 마찬가
지로 평가위원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고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
해 제도 홍보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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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소비자, 인증기업
과 평가위원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본 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
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의 실제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본 제
도와 관련된 세 주체 대상의 조사 및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주관기관의 인식 제
고,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체계의 개선 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의 실
효성 제고 측면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주관기관의 인식 제고

주관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해야 하며, 인증제도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인증제도와 다르게 소비자
기본법에서 이와 같은 근거를 명시하지 못하였다22).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 인증
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증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을 
하위법령 등에 위임하는 형태를 띤다(김인숙·정연희, 2012). 그러므로 공정거래위
원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22) 2012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
중심경영 근거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공고 2012-66호, 소비자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문, p.6-7, 김인숙·정연희(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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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도의 장기목표 수립과 로드맵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과 협업하여 
인증제도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의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
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소비
자중심경영 인증제도로 변화하였고, 아직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제
도이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인증제도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목표와 계획에 따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 

2.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체계의 개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
는 제도이므로 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평가이
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해야 인증 획득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인증
제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평가자료 중요도 및 분량 조절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자료는 공적기술서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매뉴얼로 구성되
어 있다. 공적기술서는 인증 신청 기업이 해당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공적을 기
술하는 자료로 낭비적인 과도한 업무라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 운영매뉴얼은 기업
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준수해야 할 업무매뉴얼이다. 그러
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자료 중 운영매뉴얼에 초점을 맞추고 공적기술서는 운
영매뉴얼에 포함할 수 없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공적 관련 내용만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피평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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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향상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부문이며 
평가체계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평가의 주체인 평가위원의 평가자질 향상이다.  
평가위원의 평가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평가위원별 평가이력 관리
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위원을 배치해야 한
다. 두 번째, 평가위원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이력에 따른 맞춤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평가 기업 대상으로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만족도를 시
행하고 이를 평가위원 평가이력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전술한 평가위원의 평가자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의 평가이력 관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가자이다(김인숙·

정연희, 2011).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은 경영 컨설턴트, 소비자학계, 경영학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다섯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자적 영역
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지만 기업과 경영,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평가위
원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기간, 평가기업의 특성과 개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평가위원의 평가이력관리를 통해 
향후 평가기업 특성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한다면 평가위원 개인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역량도 개발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위원 교육 확대 및 맞춤교육 시행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과 경영,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수 있고 평
가위원들은 각자 전문영역의 관점을 고집하거나 기업경영 현실을 잘 모르는 시각
에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 대상의 소비자
중심경영 평가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평가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
이력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현재 평가위원 대상의 교육은 년1회 시행하지만,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는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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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1회 시행한다. 그러므로 교육 횟수를 반기별1회로 늘려서 각 반기별 평가시행 
전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 
평가위원 대상의 교육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여 교육 컨텐츠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
여 맞춤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시행 후에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 계획 수행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평가위
원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4년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한국소비자원, 2014)를 살펴보면 1일 총5시간 
교육시간 중에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 교육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기술 1시간, 
인증제도 운영방향 및 평가기준 1시간 30분, 인증기업 모범사례공유 조별 토론 1
시간 30분으로 총4시간 시행된다. 특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별 토론 시간을 
제외하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에 대한 실질적 교육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기술 
1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컨텐츠는 교육 시점의 기업경영의 
현안,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피평가 기업의 특성(사업형태, 규모, 업종, 기업
의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법, 
평가 시 주의사항(준수해야 할 윤리사항 등)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은 평가위원의 평가이력에 따라 평가이력이 유사한 평가위원들을 그룹화하고 이 
그룹에 따라 그룹의 평가이력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야 한다.    

(3) 피평가 기업 대상의 평가위원 평가만족도 조사 시행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증획득의 엄격성을 확보하여 인증제도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 평가위원 간 상호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중심경영 
평가후 피평가기업 대상의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만족조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위원
의 평가에 대해 점검하고 이 결과를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위원 피평가 기업 배정
시 활용해야 한다.  



- 123 -

3)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발

현재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는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14개, 평
가지표 49개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의 규모별로 항목에 따라 배점이 다르다. 심층
면접 결과, 인증기업과 평가위원들은 평가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업의 
사업형태(B2B, B2C 등),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업종별로 기업의 특성
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
원회는 기업의 사업형태, 규모,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현재의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량
지표와 정성지표의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3.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
인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이 제도의 가치는 
소비자에게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해당 기업과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소
비자와 기업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이해도, 구
매시 활용도가 낮고 인증기업과 평가위원들 조차도 주관기관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
를 운영하여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증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증제
도 홍보 시행,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 시행,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발굴, 
인증제도에 대한 주기적 메타평가 시행, 인증기업 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과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1) 인증제도 홍보 시행

(1) 정부기관의 여러 인증제도와의 협업 
평가위원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인증 시행 초창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국민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제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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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만약 홍보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평가수수료를 대기
업, 중소기업별로 차등 적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관기관 차원에서 각 정부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해 홍
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 중 인증기업을 
많이 확보하여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등급평가 제도23)와 협업
하여 CP등급평가를 받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현재 CP등급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을 받고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
친화경영 인증제도인 가족친화인증24)과 협업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한다면 522개의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연령대별 적정 매체 활용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령별 적정한 매체 선

정 후 홍보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20·30대 소
비자들이 50·60대 소비자 보다 인증마크, 인증기업,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신뢰 점
수가 낮으며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20·30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30대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SNS를 활용하여 인증제도에 
대해 홍보하면 공중파 광고 대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들이나 팔로우들이 많은 인기 트위터들을 ‘2030 
CCM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입소문 
홍보를 시행하는 것이다.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 직업별로는 주부가 다른 직업
대비 인증마크 신뢰도, 인증기업 신뢰도,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23) 2014년 6월 기준 395개 기업들이 CP등급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
    지, http://www.kfcf.or.kr/cp/cp_05.jsp). 
24) '08년∼'13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총 522개사이다(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business/reviewDescrip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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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므로 주부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에서 인증부착제품의 합동판매부스를 
제작하여 이벤트도 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인증기업의 소비자 접점채널 활용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은 기업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지향적인 활동

으로 소비자들이 관찰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경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
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인증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인증제도를 판매촉진 활동에 활용하여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인증기업 홈페이지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홍보 내용분석 결과, 130개 인증기
업 중 54%의 인증기업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가 있었으며, 
66%가 홈페이지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인증기업들 자체적으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에 대한 홍
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제도의 주관운영기관에게 있지만, 인증을 취득하고 난 이
후에는, 인증기업도 인증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소비자와 접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활
용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인증기
업의 인증 홍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
업이 인증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
하여 인증기업의 인증 홍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인증제도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 시행

(1)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 시행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와 판매자를 감시하고 소

비자상담과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환
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단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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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부 일치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전
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소비자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의 목적과 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
자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의 통합 조직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개의 소비자단체와 
전국 182개 지역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파급력이 
막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업
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을 시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
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과 교육시행 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을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획득 가능하다. 

(2) OCAP과 협업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확산 노력
기업소비자전문가협의회(OCAP)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전신인 CCMS의 

운영주체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이다. 특히 OCAP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회원들 중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증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OCAP은 방학마다 소비자학과 대학생들이 OCAP 
회원사에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AP
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 기업 방문 실습 교육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을 방
문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실효성 높은 인증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인증기업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 인증 기업은 현재 제공되는 인증 인센
티브 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싶어 하였다(<부록 6>참조). 
인증기업이 제안한 인센티브 중에서 기업 특성별 실효성이 높은 인증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인증기업이 제안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중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의 인증기업 발표 및 홍보, 우수 인증기업과 임직원 포상 확대, 해외 우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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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중심경영 기업 벤치마킹,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훈련,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인증기업 대상의 외부 특강 등은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므
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4) 인증제도에 대한 주기적 메타평가 시행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제도의 개선
점과 보완점을 도출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평가’이다. 평가 제도가 영
속성을 가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의 평가역량, 평가목적
에 맞는 평가기준 등이 필요하며 평가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
타평가를 통해 인증제도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5) 인증기업 간 동반성장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의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과 인증기업 간에 동반성장 가능
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증기업 간에는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제휴를 통해 매출을 창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증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홈페이지 내에 인증기업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인증기업 간 
활발히 소통하고 인증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소통 채널은 제도의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인증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6)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추진

(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 수행과 이를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홍보
소비자학계는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이론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시

행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의 결정요인과 영향요인을 밝혀내고, 소비자중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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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 활동들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
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에 대한 사례연구를 지속 시행하여 기업의 소비자중심경
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2) 최고경영자 대상의 포럼 개최와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업은 상명하달의 조직으로 최고경영자의 마인드와 실천 의지에 따라 기업의 

경영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과 같이 기업의 이윤창출활동이 
아닌 경우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이는 기업 내에서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학계가 주축이 되어 포럼이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의 소비자중심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포럼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지
속적으로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CEO의 최고 안건으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중심
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직문화는 교육을 통
해 조성되기 때문에 소비자중심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중심경영 교
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학계는 기업과 협업하여 기업 임
직원 대상의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
천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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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
영 인증제도에 대해 소비자, 인증기업, 평가위원 대상의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소
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세 주체인 소비자, 인증기업, 평가위원 각각에게 
적합한 자료수집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기업 대상
의 혼합적 연구방법인 온라인설문조사와 심층면접,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한다.  

제 1 절 결론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주된 내용을 요약 및 해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 대상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보다 이해도가 더 낮아 인증마
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인증마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
와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는 남자보다 여자일 경우, 20·30대 보다 50·60대
의 경우, 사무·경영·관리직 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가 인증제도를 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과 50·60대의 전업주부인 여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마크를 알리고 구매시 활용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소비자들이 인증마크 신뢰도와 구매시 중요도를 크게 인식할수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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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교육 시행을 통해 인
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본래 제도의 목적에 맞게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
영 실천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소비자중
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증을 획득하며 평가와 인증 취득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소비자중심경영 업무 개선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기업은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 관련 부서의 위상이 향상되고 소비자중심업
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체제 구
축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평가투입 요
소부터 평가결과활용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증기업들은 평가자료 중 공
적기술서의 분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소비자중심경
영 평가 전문성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증기업들은 
평가결과 및 보고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평가위원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인증기업들은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시행과 함께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과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평가위원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인증제도의 목표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제도 시행의 초창기이고 주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것이지
만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메타평가 구성
요소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위원 조차도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 
자질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평가위원 교육 역시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
하였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대상
인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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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다양한 기업 
규모, 업종과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피
평가 기업을 하루 만에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평가
위원 대상의 교육 시행시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교육내용을 보강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업의 심층면접 결과와 마찬가지
로 평가위원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
을 위해 제도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조사 결과, 인증기업과 평가위원 대상의 조사와 면접 결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다. 소비자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이
해도와 구매시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증마
크에 대한 낮은 소비자 반응이 인증부착제품 구매율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는 본 제도가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의 선순환구
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도가 
사회전반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홍보에 주
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여러 인증제도와의 
협업, 연령대별 적정 매체 활용, 인증기업의 소비자 접점채널 활용을 통한 홍보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인
증제도와 동반성장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CP제도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으로 CP등급평가 기
업이 395개이다. CP 등급평가제도와 협업하여 CP등급평가 기업의 경우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CP등급평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과 협업하여 합의점을 모색한다면 522개의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에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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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홍보 방안 두 번째로 연령대별 적정 매체를 활용을 들 수 있다.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인증마크와 인증기업 신뢰도가 낮고 인증부착제품 구매의
도가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인증제도에 대한 입소문 홍보를 시
행한다면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워블로
거들이나 인기 트위터들을 ‘2030 CCM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온라인상에서 인증
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직업 대비 인증마크와 인
증기업 신뢰도가 높고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가 높았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형
마트에 인증부착제품 합동판매부스를 제작하여 판매촉진 활동을 시행한다면 효과
적으로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인증부착제품의 구매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제도 홍보 방안 마지막으로 인증기업의 소비자 접점채널 활용을 제안한다. 
인증제도 홍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지만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
업도 인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
다.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를 가장 많이 접한 경
로는 ‘제품에 부착된 형태’였다. 기업의 경우 소비자와 접하는 다양한 채널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도를 홍보한다면 홍보의 효과는 배
가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들이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인증마크를 많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두 번째, 소비자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는 소비자, 
인증마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 그리고 인증부착제품을 구매해본 
소비자의 경우 인증마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보다 인증부착제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의 인증마크 신뢰도, 인증기업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 구매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로 인증제도를 알리는 것뿐
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을 통해 인증제도의 의미와 가
치를 알리는 활동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의 
통합조직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의회(OCAP)와의 협업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 인증제도의 주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
증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인증제도의 장기목표를 수립하
고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인증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
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중
심경영 인증제도 관련 근거조항 신설을 포함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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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주체들은 서로 협업하여 조속히 소비자기본법
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주기적
으로 시행하여 인증제도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네 번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
상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부문은 ‘평가’이다. 평가의 공
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의 중요
도와 분량을 조절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특
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평가체계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평가자
료의 중요도와 분량 조절이다.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 평가자료 중 운영매뉴얼
이 실제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반면 공적기술서는 
평가를 위한 형식적 자료인데 분량이 많아 과도한 문서작업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평가자료는 운영매뉴얼에 초점을 맞추고 공적기술서의 경우 필요 
분량만 작성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평가체계 개선 두 번째로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가위원
의 평가이력을 관리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시행하며, 피평가 
기업 대상의 평가위원 평가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것은 제안한다.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위원은 다섯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위원별 평가기간, 평
가기업의 특성과 개수 등이 모두 다르므로 평가위원의 평가이력 관리를 통해 평가
역량도 개발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평가위원 교육
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년1회 시행하는 교육을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한 교육 니즈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 시행후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을 통해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가위원의 주요 업무인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피평가 기업 
대상의 평가위원 평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자질과 전문성에 대
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제안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발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지표의 의미가 모호하고 일률적이라는 결
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사업형태, 규모, 업종 등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평가지표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정성적 지료와 정량적 지표의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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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업간 동반성
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추진 등
을 제안한다. 인증기업 심층면접 결과, 인증기업간 동반성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인증기업들이 인증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인
증기업 간 활발한 소통을 토대로 인증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학계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확
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인증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적 동기로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
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학계와 협업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 대상의 포럼 개최, 기업 임직원 대상의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의 주체이자,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대상인 기업들
이 보다 많이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제공해야 한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증제도가 많은 기업에게 확산되고 전파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증제도에 참
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업이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인센
티브로 제안한 것들 중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되는 정부의 인증기업 발표 및 홍보, 
우수 인증기업과 임직원 포상 확대, 해외 우수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벤치마킹, 소
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훈련,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인증기업 대상의 외
부 특강 시행 등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
의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가 기본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한 목
표의식과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
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전파·확산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이해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비
자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관련된 주
체인 정부 기관, 기업, 소비자학계와 소비자단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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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이상에서 논의할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측면, 실무적 측면, 후속 연구의 측
면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책적 제언

첫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
비자원은 인증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장단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은 기
업이 내부적으로 실천하는 경영활동으로 이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
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구매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거두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의 운영은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의 몫이다. 제도를 신설한 주관
기관의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운영되는 제도는 제도를 위한 제도이며,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본 제도 본연의 목
적대로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 신뢰하여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라면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소비자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을 시행하여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제도의 홍
보를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홍보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소비자단체,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학계 등 다양한 소비자 관련 주체와 협업하여 홍보, 
정보제공,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증기업들이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하거나 이미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
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알고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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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평가하는 제도이므

로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평가’이다. 
즉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
해서는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의 구성요소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발전을 위
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2. 실무적 제언

첫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유용한 것으
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인증제도
를 통해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 금융, 
식품, 전자,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소비자불
만이 많이 발생하고 소비자피해가 큰 자동차, 이동통신, 의료서비스 등의 업종에
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경우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를 기업 내부적인 
소비자중심경영 마인드 Boom-up의 기회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 외에도 내부
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의 현황을 점검하고 반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
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단지 하나
의 수상·인증제도로 치부한다든지 규제기관 순응을 위해 강압적으로 취득해야 하
는 인증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는 형식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이런 평가결과는 기업에게는 유용하지 못한 정보가 되고, 소비자 역시 잘못된 정
보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인증기업의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기업이 영속
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평가에 임하고 평
가결과를 활용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일차적 책임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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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에게 있지만, 인증기업 역시 인증제도를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할 책임이 있다. 인증기업 조사결과, 인증기업별로 인증에 대한 홍
보와 인증마크 활용에 있어서 편차가 컸는데 인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인증기업을 벤치마킹하여 모든 인증기업이 인증에 대해 홍보하고 인증마크
를 제품에 부착하여 인증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여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판매촉진 활동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활용하여 인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인증에 대한 관여도를 향
상시켜야 한다. 소비자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해 고관여 상태가 되면 인증
에 대한 신뢰도,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도 높
아질 것이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 인증에 대한 소비자신뢰도와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도를 살펴보았으나 아직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구매시 활용도가 낮아
서 인증부착제품의 영향요인을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적정시간 경과 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을 측정하여 인증부착제품의 구매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반응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반응과 
신뢰도, 인증부착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측정한 첫 실증적 연구로 의의가 있지
만, 본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신뢰도 외에 다른 영향 요인을 밝히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부착제품에 대
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해내고 확인하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대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인증기업 
대상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인증기업의 시각과 입장만 반영
되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인증 기업도 포함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
심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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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의향 등을 측정하여 인증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은 무엇이며,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업이 향후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에 대해 소비자, 인증기
업, 평가위원 등 다양한 주체별로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업에서 받아들여지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전반에 대해 인증기업과 평가
위원 대상의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인증제도의 평가 구성요소별 개선사항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실
무적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기존의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인증제도 관련 연구가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행태 등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인
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구매의도까지 영역을 확장하였
으며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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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로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3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황진주 (lovejemma@naver.com)

<부록 1> 소비자 대상 온라인설문조사 설문지

CCM 인증마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인증마크를 보고 응답해주세요.

     

Q1. 귀하는 이 인증마크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본 적이 있다 (è Q2 로 이동)     
   ② 본 적이 없다 (è Q8 로 이동)

Q2. 귀하는 이 인증마크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① 인쇄매체 (신문·잡지 등) 
② 방송 (TV 방송 등)
③ 인터넷 (기업 홈페이지,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
④ 제품에 부착된 것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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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귀하는 이 인증마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품의 친환경성 인증 
② 기업의 품질경영 인증
③ 상품의 성능과 품질 인증 
④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⑤ 상품의 안전과 표준화 인증
⑥ 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 인증

Q4. 귀하는 이 인증마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
1

¨
2

¨
3

¨
4

¨
5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Q5. 귀하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① 구매한 적이 있다 (è Q6 으로 이동)    
② 구매한 적이 없다 (è Q8 로 이동) 

Q6. 이 인증마크가 귀하의 구매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③ 약간 영향을 미쳤다.  
④ 매우 영향을 미쳤다. 

Q7. 이 인증마크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① 인증마크가 없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어서
② 경험상 이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보니 품질이 더 좋아서
③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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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인증마크를 보고 응답해주세요.

  

이 인증마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입니다. 

본 인증제도는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
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입니다.  

    
<CCM 인증마크의 여러 형태>

                           

Q8. 이 인증마크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인증마크는 믿을만하다.
2 나는 이 인증마크를 신뢰한다. 
3 이 인증마크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4 내가 제품을 평가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5 이 인증마크는 내가 구매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
각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6 내가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인증마크는 중요하다. 



- 156 -

Q9. 다음은 CCM 인증마크의 여러 형태를 보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
시해주세요.

이 인증마크의 뜻을 이해하기 쉽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Q10. CCM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
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2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다.

3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된 중
요사항들을 잘 실천하고 있다.

4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약속
을 지키고 이에 대해 노력한다. 

5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약속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6 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7 이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에 대해 
대체로 신뢰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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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표시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인증마크의 제품은 믿을 수 있다.
2 이 인증마크의 제품은 안심할 수 있다. 
3 이 인증마크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 

4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5 제품 구매시 다른 제품보다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6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
매하라고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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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응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 세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SQ4. 거주하시는 곳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사별

SQ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교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SQ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경영/관리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노동직/생산직
 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⑦ 자영업    ⑧ 전업주부    ⑨ 무직   ⑩ 기타  
   
SQ8.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만원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소득을 적어주세요)  
      
SQ9. 귀하의 연간 총 가구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만원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소득을 적어주세요. 1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개인
       소득과 동일합니다)
      
SQ10.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본인포함 총              명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본인 및 군복무, 유학 중인 자녀 포함)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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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 업무, 특히 CCM 관련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모든 CCM 인증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귀사의 CCM 인증제를 주관으로 담당하시는 모든 직원분(사원~임원)들께서 응답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와 운영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문항은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취득동기와 성과, CCM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다소 많더라도 귀사의 의견을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신다면 CCM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두 소중하므로 성심껏 응답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IRB 승인번호 : 1402/002-008, 승인일자 : 2014년 2월 19일).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책연구실
지도교수 : 여정성 교수님

Ph. D. Candidate. 황진주 
(☎ 02-880-5701, lovejemma@naver.com)

<부록 2> 인증기업 대상 온라인설문조사 설문지

CCM 인증 취득 동기와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Q1. 다음은 CCM 인증 취득 동기와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사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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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
증
취
득
동
기 

1. 우리 회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이 중요한 정부기관이어서 규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취득하게 되었다. 
2. 소비자중심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
비자가 더욱 신뢰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취득하
게 되었다.
3.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하면 기업 이미지
가 더욱 좋아지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취득하게 
되었다.
4. 거래하는 기업이나 모기업에서 소비자중심경
영 인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5. 우리 회사 동종업의 경쟁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6. 동종업의 경쟁사 대비 더 뛰어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
었다.
8.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
었다.
9. 기업의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었
다. 
10. 회사 내부의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취득하게 되었
다.
11.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지시에 따라 취득하게 
되었다. 

인
증
성
과 

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확보하
게 되었다.
2. 소비자 관련 연구와 조사업무가 활성화되었
다.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시설투자가 확대되고 개
선되었다. 
4.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전문 인력 역량이 향상
되었다.
5. 임직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6. 소비자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었다. 
7. 소비자 중심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었
다. 
8.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9.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10. 소비자만족도(지수)가 향상되었다. 
11. 소비자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었다. 
12. 소비자문제 발생시 소비자 관점에서 신속하
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13. 소비자불만·소비자문제·소비자피해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14. 소비자불만·소비자문제·소비자피해 처리율이 
증대되었다.
15.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증대하
고 소비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16.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이 증대되었
다. 
17. 이익률이 향상되었다. 
18. 매출이 증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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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음은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
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신청방법은 편리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신청 제출서류는 간소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수수료가 적정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신뢰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주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
해 신뢰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위원 인원수가 충분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위원은 평가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은 충분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위원은 신뢰할만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위원은 전문적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 제출서류(공적기술서, 운영매뉴얼)는 
양적으로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 제출서류(공적기술서, 운영매뉴얼)는 
질적으로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현장평가 시간은 충분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기간(평가접수~인증확정)은 적정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시기는 적정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과정(절차)은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수행 과정은 공정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는 평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는 기업(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 현
황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는 기업(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지표 개정시 기업(기관)의 의견이 충분
히 반영되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방법(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은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방법은 공정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방법은 전문적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는 신뢰할만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기관)의 수용도가 높
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충실하
게 작성되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 보고서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는 우리 기업(기관)의 소비자중심경
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소비자중심경영 계획(경
영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절하다.
소비자중심경영의 평가결과 우수 사례에 대한 홍보는 적절하
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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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다음은 CCM 인증제도의 인센티브가 귀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
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소비자피해 사건 자율처리 권한
2.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의 경감
3.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
에서 과징금 경감
4.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5. 우수 인증기업의 직원에 대한 포상
6. 인증마크를 사용 가능한 권한

Q4. 기존의 CCM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외에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귀사에서 혜택으로 
받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Q5. 다음은 CCM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재인증 의도, 추천의향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사에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사는 CCM 인증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당사는 현재의 CCM 인증기간 만료 이후 재인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다. 

3. 당사는 CCM 인증제도를 다른 회사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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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① 대기업(상시 근무자 300인 이상)          ② 중소기업(상시 근무자 300인 미만) 
③ 기타 (　　　　　　）　　　

SQ2.　귀하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음 중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제품기획/ 개발                ② 영업                  ③ 마케팅   
④ 광고 및 홍보                  ⑤ 브랜드 관리           ⑥ 소비자상담과 A/S 업무  
⑦ 고객서비스 및 CS기획 업무    ⑧ CCM 주관              ⑨ 소비자조사(마켓리서치) 
⑩ 소비자패널 운영 및 관리       ⑪ 소비자 접점 채널(온라인&오프라인) 관리     
⑫ VOC 수집관리 및 분석         ⑬ 소비자 연구         
⑭ 기타 (           )    

SQ3.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사원·주임 ②대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이사 ⑦상무  ⑧전무  
 ⑨CEO(대표이사, 사장)      ⑩기타(       )

SQ4. 귀하는 귀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입니까?
 ① 예 (☞ SQ6으로 이동)  ② 아니오 (☞ SQ5로 이동 )

SQ5. 귀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사원·주임 ②대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이사 ⑦상무  ⑧전무  
 ⑨CEO(대표이사, 사장)      ⑩기타(       )

SQ6. 귀하는 CCM 관련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습니까? (         )년 (   )월부터 담당
  
SQ7. 귀사의 연간 평균 매출은 얼마입니까?                 억원 
   
SQ8. 귀사의 CCM 최초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         )년 (   )월부터
  ※ 2012년 하반기에 신규평가를 받으셨다면 2013년 1월이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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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9. 다음은 통계청의 산업업종 분류기준에 의한 업종구분입니다. 
     귀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골라서 표시해주세요.

업종 구분 표시란

1. 금융업

1 보험업
2 금융지원 서비스업 (예: 캐피탈)
3 연금 및 공제업
4 기타 금융업

2. 제조업

5 식품 제조업 (가공 및 저장 포함)
6 음료 제조업
7 전자제품 제조업
8 가정용기기 제조업
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예: 화장품)
1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예: 기타세제)
11 의약품 제조업
1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3 기타 종이제조업 (예: 기저귀)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15 가구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예: 보일러)
17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예: 복사기 등)
18 자동차 판매업
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예: 자전거 등)
20 봉제의복 제조업
21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2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제조업
2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5 안경, 사진 장비 및 기타 광학 기기(예: 카메라)
26 고무 제품 제조업
27 전동기, 발전기,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3. 도매 및 소매업

28 무점포 소매업 (예: 통신판매 등)
29 종합 소매업 (예: 백화점)
30 연료 소매업 (예: 칼텍스)
31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3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
3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4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3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예: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4. 운수업 36 철도운송업
37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예: 택배 등)

5. 건설업
38 종합 건설업
39 토목 건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 교육 서비스업 41 일반교습학원 (예: 방문교육학원 등)

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2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예: 에너지 등)
9.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3 우편업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44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 상조)
11.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45 보건업 (예: 병원, 의원 등)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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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증기업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 CCM 인증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2013년 매출, 
2. CCM 인증기간 : 최초인증부터 현재까지

◇ CCM 인증기업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 기업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 어떤 기업에서, 얼마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4. CCM 경력
   - 소비자중심경영 및 CCM 인증제도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얼마동안 담당하셨나요?

◇ 기업(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6. 기업의 리더십, 인력,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문화, 인력, 전략 등의 여러 
   요소 중 소비자중심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재무적 성과/비재무적 성과) 
8. 소비자중심경영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내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 기업 외부(정부, 소비
   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
9.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CCM인증제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CCM 인증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귀사의 CCM 인증 취득 계기는 무엇입니까?
    - CCM 인증 취득 동기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내부적 요인
      - 외부적 요인
      
11. 귀사의 CCM 인증 성과는 무엇입니까?
    -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 직접적 성과/ 간접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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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2. CCM의 현장 평가 시간과 기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장 평가 시간은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기간(평가접수~인증확정)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시기는 적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3. CCM의 평가 제출서류(공적기술서, 운영매뉴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4. CCM 평가위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위원의 인원수는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 분야별 형평성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위원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15. CCM의 평가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 과정의 적성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 수행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 CCM 평가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방법(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방법은 충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방법은 공정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방법은 전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17. CCM 평가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지표가 소비자중심경영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피평가자(기업)의 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지표 개정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반영되었다면 그 반영정도는 충분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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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CM 평가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 평가결과에 대해 귀사에서는 얼마나 수용하십니까? 
   - 평가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충실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전문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 보고서는 양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 보고서는 질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9. CCM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가 피평가자(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以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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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평가위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 CCM 평가위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CCM의 평가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2. 어느 기업이나 기관을 평가하셨나요?

◇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4. 기업의 리더십, 인력,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문화, 인력, 전략 등의 여러 
   요소 중 소비자중심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적 성과/비재무적 성과) 
6.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데 CCM 인증제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CCM 인증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7. CCM 평가위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위원의 인원수
   - 평가 분야별 형평성 고려하여 선정
   - 사전교육의 충분성
   -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

8. CCM의 평가 제출서류(공적기술서, 운영매뉴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적 충분성, 적절성
   - 질적 적절성

9. CCM의 현장 평가 시간과 기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장 평가 시간의 충분성, 
   - 평가기간(평가접수~인증확정)의 적정성
   - 평가시기의 적정성

10. CCM의 평가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 과정의 적성성, 평가 수행 과정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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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CM 평가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지표의 평가 목적 부합성
   -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적합성
   - 피평가자 업 특성 반영의 충분성
   - 평가지표의 명료성
   - 평가지표 개정시 평가위원 의견 반영 정도

12. CCM 평가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방법(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적절성 및 충분성
   - 평가방법의 공정성 및 전문성

13. CCM 평가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의 신뢰성
   -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기업, 기관)의 수용도 
   - 평가결과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 평가결과 보고서의 양적·질적 적절성

14. CCM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평가결과가 피평가자(기업, 기관)의 소비자중심경영 개선에 도움되는 정도
    -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의 적절성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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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동기 및 성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동기>

구 분

빈도 (%)
평균
(SD)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보통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
(5)

외
부
적

동
기

규제기관
경쟁사

순응 동기

규제기관의 규제 순응 2
(5.6)

6
(16.7)

7
(19.4)

12
(33.3)

9
(25.0)

3.56
(1.21)

모기업의 인증취득 요구 20
(55.6)

7
(19.4)

3
(8.3)

4
(11.1)

2
(5.6)

1.92
(1.30)

동종 경쟁사의 취득 
순응

18
(50.0)

8
(22.2)

5
(13.9)

4
(11.1)

1
(2.8)

1.94
(1.20)

규제기관 경쟁사 순응 동기 2.50
(.79)

내
부
적
 
동
기

소비자신뢰와
기업이미지
향상 동기

소비자 신뢰 
향상 기대

1
(2.8)

3
(8.3)

2
(5.6)

12
(33.3)

18
(50.0)

4.19
(1.06)

기업 이미지 
향상 기대

1
(2.8)

3
(8.3)

2
(5.6)

12
(33.3)

18
(50.0)

4.08
(.97)

소비자신뢰와 기업이미지 향상 동기 4.23
(.84)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
동기

소비자 중심적으로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1
(2.8) - 5

(13.9)
8

(22.2)
22

(61.1)
4.39
(.9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

1
(2.8)

4
(11.1)

3
(8.3)

18
(50.0)

10
(27.8)

3.89
(1.04)

지속가능경영
일환

1
(2.8)

1
(2.8)

6
(16.7)

12
(33.3)

16
(44.4)

4.14
(.99)

윤리경영 일환 1
(2.8)

2
(5.6)

9
(25.0)

13
(36.1)

11
(30.6)

3.86
(1.02)

경쟁우위 확보 5
(13.9)

2
(5.6)

5
(13.9)

14
(38.9)

10
(27.8)

3.61
(1.34)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지시

2
(5.6)

3
(8.3)

7
(19.4)

14
(38.9)

10
(27.8)

3.75
(1.13)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동기 4.02
(.64)

  

 * N=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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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성과>

구 분

빈도 (%)
평균
(SD)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보통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직
접
적
인

성
과

소비자
중심
경영
업무
개선
성과

소비자중심경영 노하우 및 
전문성 확보

1
(2.8)

2
(5.6)

8
(22.2)

16
(44.4)

9
(25.0)

3.83
(.97)

소비자 연구 및 조사업무 
활성화

1
(2.8)

2
(5.6)

14
(38.9)

11
(30.6)

7
(19.4)

3.56
(1.00)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시설투자 및 확대, 개선

1
(2.8)

2
(5.6)

12
(33.3)

14
(33.3)

7
(19.4)

3.67
(.96)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전문 인력 역량 향상

1
(2.8)

3
(8.3)

9
(25.0)

18
(50.0)

5
(13.9)

3.64
(.93)

임직원들의 소비자중심경영 
중요성 인식

2
(5.6)

1
(2.8)

6
(16.7)

15
(41.7)

12
(33.3)

3.94
(1.07)

소비자 중심적 
조직문화 형성

1
(2.8)

1
(2.8)

10
(27.8)

18
(50.0)

6
(16.7)

3.75
(.87)

소비자 중심적 업무
프로세스 구축

1
(2.8)

1
(2.8)

5
(13.9)

19
(52.8)

10
(27.8)

4.00
(.89)

소비자문제 발생 사전예방 1
(2.8)

2
(5.6)

5
(13.9)

19
(52.8)

9
(25.0)

3.92
(.94)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처리

1
(2.8)

1
(2.8)

6
(16.7)

17
(47.2)

11
(30.6)

4.00
(.93)

소비자중심경영 업무개선 성과   3.89
(.65)

불만
KPI
개선
성과

소비자불만·문제·피해
발생률 감소

1
(2.8)

2
(5.6)

8
(22.2)

17
(47.2)

8
(22.2)

3.71
(.95)

소비자불만·문제·피해 
처리율 향상

1
(2.8)

4
(11.1)

10
(27.8)

13
(36.1)

8
(22.2)

3.64
(1.10)

불만 KPI 개선 성과 3.80
(.81)

간
접
적
인

성
과

이미지
향상

소비자
복지
증진
성과

(간접적
비재무
성과)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2
(5.6)

6
(16.7)

10
(27.8)

10
(27.8)

8
(22.2)

3.44
(1.20)

브랜드 이미지 향상 2
(5.6)

7
(19.4)

13
(36.1)

9
(25.0)

5
(13.9)

3.22
(1.10)

CSI(소비자만족도) 향상 3
(8.3)

3
(8.3)

8
(22.2)

16
(44.4)

6
(16.7)

3.53
(1.23)

소비자효용 증대 
소비자복지 향상

2
(5.6)

4
(11.1)

8
(22.2)

16
(44.4)

6
(16.7)

3.56
(1.10)

이미지 향상 및 소비자복지증진 성과 3.5
(.95)

매출
이익률
향상
성과

(간접적
재무
성과)

MS(시장점유율) 증대 5
(13.9)

5
(13.9)

17
(47.2)

6
(16.7)

3
(8.3)

2.92
(1.10)

이익률 향상 5
(13.9)

7
(19.4)

17
(47.2)

4
(11.1)

3
(8.3)

2.81
(1.10)

매출액 증가 5
(13.9)

4
(11.1)

18
(50.0)

4
(11.1)

5
(13.9)

3.00
(1.20)

매출·이익률 향상 성과 2.96
(1.04)

 * N=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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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인센티브에 대한 인증기업 의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인센티브 수혜 현황>

No 항 목
혜택 받은 인센티브 개수 계

빈도 (%)6개 3개 2개 1개

1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피해 사건 
자율처리 권한

ㅇ ㅇ ㅇ 3개사
(11.5)

3명
(8.6)

2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의 경감

ㅇ ㅇ 2개사
(7.7)

2명
(5.7)

3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 규정 

범위 내 과징금 경감

ㅇ ㅇ 2개사
(7.7)

2명
(5.7)

4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ㅇ ㅇ ㅇ 10개사

(38.5)
17명
(48.6)

5 우수 인증기업의 
직원에 대한 포상 ㅇ ㅇ ㅇ 2개사

(7.7)
6명

(17.1)

6 인증마크를 사용 
가능한 권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6개사

(100.0)
35명

(100.0)

인증기업 수 1개사
(3.8)

1 1 1 1 8 3
10개사
(38.5)

26개사
(100.0)

35명
(100.0)2개사

(7.7)
13개사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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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인센티브의 유용성>

항 목

빈도 (%)
평균
(SD)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처리 권한

4
(11.4)

8
(22.9)

11
(31.4)

7
(20.0)

5
(14.3)

3.03
(1.22)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의 경감

4
(11.4)

8
(22.9)

11
(31.4)

4
(11.4)

8
(22.9)

3.11
(1.32)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징금 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경감

5
(14.3)

6
(17.1)

11
(31.4)

4
(11.4)

9
(25.7)

3.17
(1.38)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2
(5.7)

6
(17.1)

10
(28.6)

8
(22.9)

9
(25.7)

3.46
(1.22)

우수 인증기업의 
직원에 대한 포상

2
(5.7)

7
(20.0)

11
(31.4)

8
(22.9)

7
(20.0)

3.31
(1.18)

인증마크를 사용 가능한 권한 2
(5.7)

1
(2.9)

6
(17.1)

18
(51.4)

8
(22.9)

3.83
(1.01)

* N=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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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고 싶은 인센티브>

No 추가로 받고 싶은 인센티브 항목 (명)

1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6
·정부의 주기적인 인증기업 발표 및 홍보 5

2 포상 ·인증에 대한 포상 확대
·부문별 포상 4

3 교육 및 벤치마킹
·해외 우수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벤치마킹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훈련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인증기업 대상의 외부 특강(소비자원) 

4

4 재인증시 가점 부여 ·재인증시 가산점 부여
·협력사 및 관계사 인증 시 가점 부여 2

5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세금(법인세) 감면
·보험료 감면 2

6 기타

·공공기관 입찰시 가산점 부여
·공정거래법 관련 과징금이나 조사 경감
·피해구제 협의 시 인센티브 제공
·언론에서 문제 이슈화시 인센티브 제공
·식약청에서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 개방형 질문, 중복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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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지표

1. 
리
더
십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①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비전이나 경영방침에 소
비자중심경영의 이념을 반영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높고, 실
천의지가 확고한가?

③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윤
리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1.1.2. 
최고고객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임원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갖
는 자로 임명되는가? 

② 최고고객책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가?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실행

①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전략을 개발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가?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전사적 공유

①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철학을 조직 대내외에 전파하
고,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전 임직원들이 이해하고 공감
하는가?

2. 
CCM 
체계

2.1. 
조직관리

2.1.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조직

① 소비자중심경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으며, 소비자중심
경영 주관 부서의 위상은 전체 조직 내에서 적절한가?

② 소비자중심경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
히 규정되어 있으며, 유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
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③ 소비자와 관련된 부서 직원 및 기타 내부 고객만족을 
위한 지원, 보상 프로그램이 있는가?

④ 소비자 관련 업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축
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① 소비자중심경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수요를 파
악하고, 적정한 예산을 확보․투입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근무환경과 설비시스템 등을 갖
추고, 적절히 개선하는가?

③ CCM 매뉴얼은 사내표준과 일치하여 작성·실행하며 
전사적으로 배포, 열람하는가?

④ CCM 매뉴얼을 포함한 소비자 관련 규정, 법령, 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는가?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① 소비자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훈
련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소비자중심경영과 관
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③ 소비자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자격증 
취득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④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만족
도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보완․개선사
항을 다음 교육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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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지표

3. 
CCM 
운영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① 소비자에게 회사,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②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사내에 피드백
(Feedback) 하는가?

3.2. 
VOC 운영

3.2.1. 
VOC 체계
 및 활용

① VOC 처리 조직 및 유형별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
게 규정하는가?

② VOC 수집, 처리, 활용, 피드백, 개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가?

③ VOC 처리의 적시성․정확성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는가?

④ VOC 분석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여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⑤ VOC를 분석하고 활용한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가?

3.3. 
소비자 
불만관리

3.3.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①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정기적
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② 위기관리 절차와 긴급하거나 잠재적인 소비자의 불만에 대
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③ 기존의 소비자불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가?

④ 제품․서비스를 기획할 때 소비자가 참여하거나 소비자의 의
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는가?

⑤ 소비자불만처리절차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가 이해
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표시)하는가?

⑥ 협력업체와 소비자 권익 증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3.3.2. 
소비자불만
 사후관리

① 신속하고 정확한 소비자불만처리․사후관리를 위한 활동계획
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② 유형별 소비자불만사항, 처리내용․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여 전사원이 공유하는가?

③ 외부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가?

④ 소비자불만을 통해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가?

⑤ 소비자불만처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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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지표

4. 
성과
관리

4.1. 
CCM 
성과
관리

4.1.1.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목표

①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를 정기적으로 설정하는가?

② 성과목표는 소비자중심경영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난이
도는 적정한 수준인가?

③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1.2. 
소비자중심경영의
 소비자 효용

①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성과 등 소
비자 효용이 증대된 실적이 있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한 사례 및 
실적을 DB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③ 소비자 효용을 증대한 사례 및 실적의 내용은 소비자중
심경영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비자 효용 증대에 실질
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4.1.3. 
소비자중심경영
평가결과 환류

①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
는가?

② 성과평가 후,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발굴하여 다음 
CCM 추진전략에 반영하는가?

③ 소비자중심경영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DB화하
는 등 관리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공유하는가?

④ 소비자중심경영의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한 실적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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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with abundant information, consumers in a modern society have 
emerged as a powerful group that can even threaten the very existence of 
compan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companies naturally 
became much more consumer centered and companies have been inspired to 
engage in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activities. To create a consumer 
centered market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set the ‘realization of 
market where consumers take the lead’ as its vision for the Consumer 
Policy Plan of 2014 and selected ‘supporting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as one of its policy prioritie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the legal ground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orga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manag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grants certification to companies after evaluating 
whether they are putting consumers first and planning all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from consumers’ perspectives while constantly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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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related management activities.” It thereby ultimately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consumer welfare as more and more companies 
implement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strengthen their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promote consumer rights.

The system enables consumers to trust and purchase the products of 
the consumer centered companies by giving certification to the qualified 
companies after evaluating their management practices which consumers 
find difficult to observe. If successfully planned and implemented, the 
system can serve as an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for companies as it 
allows them to deliver information efficiently while providing plenty of 
opportunities to achieve several goals of the organization.

To generate positive effects of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it is crucial that consumers and companies need to be 
fully aware of the system. However, as it has been implemented recently, 
the awareness of the system among consumers iompery low at 7.7%.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various ideas have been suggested to 
improvethe sefficiency.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doube sabout the 
objectivity and feasibility of the suggestions as they have not been 
accompanied by objective eval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ystem objectively basedess cumer criteria to figure out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and come up with tatsss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ideas. To thi send, thi sresearch will conduct meta evaluatione
ss major subjects of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consumers, certified companies and evaluators. It thereby 
aims to find out how to facilitate the tatsss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ystem ciennder thed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and 
identifying rortifor furbjectimprovements. Given different chara, ari tics of 
each subject, different mubjods have been applied for each subject. To 
ifying rormeta evaluationess the caluate the system objenline surveys wetem
 anducted for consumers to matsure the overall awareness and response of 
the consumers to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



- 181 -

 Howevparate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certified companie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given to evaluators.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First, the overall awareness, understanding, and usage of the certification 

mark among consumers were all very low. As the understanding level on 
the mark was lower than the awareness level,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promot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certification mark through consumer education. Second, trust on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willingness to 
purchase the products with the certification mark was higher among people 
in their 50s and 60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and also higher 
among housewives than people working in white collar,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jobs. The findings imply that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and education about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s to 
housewives in their 50s and 60s can be highly efficient in increasing the 
usage of the certification mark during their purchasing activities. Third, 
consumers’ trust on the certification mark and the certified companies were 
higher among consumers who have seen, understood and actually 
experienced the products with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 than those who have none of those experience. In 
particular,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level of the certification and the willingness to purchase the 
products with the certification mark showed that the higher the trust level 
and importance of the mark in making purchasing decision, the higher the 
trust level towards the certified companies and higher willingness to 
purchase the product with the mark. Such findings suggest that if 
consumers get enough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n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education, consumers’ trust towards the certification as well as the 
willingness to purchase the product with the certification mark will 
increase. Fourt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on companie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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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 showed that companies 
acquired the certification with the purpose of realizing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and it has actually translated into improvements in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after they acquired certification. The 
certified companie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had high trust towards 
the evaluators and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y also thought the 
report on the evaluation result has been faithfully written and the 
evaluation was appropriate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However,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as they responded that the evaluation’s 
result as well as its incentives were not fully promoted and given. Fifth, 
evaluators respond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that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enhanced practice of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but also create a 
market environment where consumers and companies can co-prosper based 
on mutual trust. However, even evaluators pointed out that some of the 
evaluators were not qualified enough to evaluate the CCM system. It 
therefore calls for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of the 
trainings for the evaluators so that they can be better qualified and 
equipped with expertise. Similar to the responses of the certified 
companies, the evaluators also said that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CCM 
were too vague and failed to fully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Thus, evaluation criteria need to be developed that can properly reflect 
business practice, size and type of each company.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I would like to make several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cies, actual practices and 
follow-up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ies, first of all,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ey institutions in charge of conducting 
and managing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run the system under the short and long term management plans 
after clarify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setting long-term goals. At 



- 183 -

the same time, legal ground for the system should be swiftly established 
so that the system can be settled in the near future. Second, the system 
should be managed by organizations in charge of conducting and managing 
the system.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should clearly set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create 
a market environment where consumers and businesses can mutually trust 
and co-prosper with each other. They should increase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mong consumers by actively promoting the 
system, and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and training to consumers. Third, 
the key factor for winning the fairness and trust of the system lies in 
‘evaluation’ as the system literally evaluates the companies’ CCM. In other 
words, to win the trust of consumers and companies, the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 fair, professional, and objective manner and the 
evaluating criteria should be clear, relevant, and reasonable. To this end, 
meta evaluation for the CCM system should b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so that problems for each part of the evaluation can be consistently 
identified and improved and the system can be further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practices, first of all,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highly useful for 
practicing CCM. Therefore, it should be promoted among businesses that 
suffer the largest number of consumer damage such as automobiles, mobile 
communication, apartment cohouruction and medical service. Second, 
companies that have been certified with CCM should t cooughly review 
theid, urrent CCM business practices and implement t cse practices more 
actively. Third, companies that have been certified with CCM y ro have 
responsibility to enhanc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CM ymong 
consumers. Every certified company should promote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increase its awareness among consumers by attaching the 
certification tionave beeir products and exumeing the certification system 
more frequently to consumers. 

In terms of follow-up research, first of all, there was limit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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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ing the effects of the certification mark due to very low awareness, 
understanding and usage of the system. Therefore, in due course, additional 
research that can clar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urchasing decision of 
products with the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conducted by measuring 
consumers’ response to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 Second, there should be much broader understanding on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consumers to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In the follow-up research, a variety of 
factors should be studied that can affect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 of 
the products with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mark. 
Third,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that studies companies, including 
non-certified companies, on their awareness and practices of CCM, and 
measures their awareness, understanding and willingness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so that the certification system can be evaluated objectively. 
Finally, the next research should be based on much deeper understanding 
on consumers’ awareness of CCM. It should then figure out what CCM is 
and which factors are important for CCM from consumers’ perspective and 
suggest the purpose and vision of CCM that companies should ultimately 
aim for.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attempted an overall 
evaluation on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by 
conducting meta evaluation for each different subject, such as consumers, 
certified companies, and evaluators. In particular,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ccepted and generated fruitful outcomes in companies in line with the 
system’s genuine purpose and inten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policies and practices as it found out what needs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for each evaluation factor and suggested 
how to promote the syst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certified 
companies and evaluators in regards to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CCM. 
The research on the certification system in the field of consum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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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so far been limited to consumers’ response and behavioral patterns to 
the certification mark. However, this research not only studied consumers’ 
response to the certification but also expanded its study to consumer trust 
and willingness to purcha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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