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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녹색제품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장의 확

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 등의 

라벨링 제도와 그린카드 제도 등 수요를 촉진시킬 목적의 수단을 도입 및 시

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는 동일한 시기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구매

노력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최근에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는 환경표지 이용확

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와 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들이 관련 시장의 촉진을 위해 활

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 관점에서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비교분석이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에너지 및 환경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

경 및 에너지 라벨과 그린카드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을 시도하

였다. 

  

 

 

주요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린카드, 녹색구매, 소비자 행동 

학  번 : 2010-2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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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패러다임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제기된 이후, 2007년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경고

를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4차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그 시급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저

해하지 않는 한편, 에너지 및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낭비적 소비와 생

산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관련 방안들에 관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은영,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 받는 것이 녹색혁신으로 환경에의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또는 유의미하게 개선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아우르

는 본 개념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OECD, 2011; Popp & Newell & Jaffe, 2009). 

한편 녹색혁신으로 인한 환경적 및 경제적 이익은 녹색혁신제품이 매우 큰 

규모로 판매될 때 가장 크게 발생한다. 이는 미래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떠

오르면 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대되어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이로 인해 

녹색 시장이 확대될수록 녹색혁신 제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서 환경적 측

면의 개선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Nemet, 2009; COW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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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녹색혁신의 가장 큰 장애로 지목되는 것은 관련 시장의 부

재이다. 불확실한 미래 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은 녹색혁신에 투자하는 것을 주

저하고 소비자들의 녹색혁신 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국 정부

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생산 및 사용되는 녹색혁신 제품을 보급 및 확산시킬 목

적의 여러 정책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Rex and Baumann, 2007; COWI, 

2009).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라벨링 제도로 친환경적으로 제조 및 생산된 제

품, 또는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정보

를 표시하는 마크(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의 녹색 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등의 녹색 제품을 

촉진시킬 목적의 관련 라벨링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들 라벨을 취득한 제품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제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인다. 그러나 2011년 시행된 통계청 설문 결과 특정 제도의 경우 효과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라벨에 따라 인

지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큰 폭으로 상이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인지율이 72.7%로 가장 높

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중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비율이 

71.9%에 달한 반면, 환경표지와 탄소성적표지의 인지율은 각각 40.4%와 

28.0%로 인지도도 낮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각각 

32.3%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실질적으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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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시장 반응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Rex and 

Baumann(2007)에 의하면 기존의 녹색제품 관련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녹색

제품에 대해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녹색제품의 

시장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녹색시장의 발달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녹색제품 구매 또는 라벨을 활용한 친환경 구매 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

으나 대부분 환경에 관심 있는 친환경 소비자들에 집중해 왔다. 친환경 소비

자들은 녹색 제품 또는 녹색 라벨링 제도에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제품의 친환경성은 구매 활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임을 

드러내 왔다(Rex and Baumann, 2007). 그러나 녹색제품 시장이 확산되려면 

이들 소수의 친환경 소비자들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 확산에 필요한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를 이룰 수 있는 일반소비자들을 녹색 제품의 수

요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Rex and Baumann(2007)도 녹색시장이 성장하려면 

소수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일반소비

자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녹색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도입된 라벨링 제도

와 일반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집중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구매행동에 라

벨이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제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명하

고자 한다. 즉, 소비자 설문과 기존 이론모형을 토대로 (1) 일반소비자층의 

녹색제품 구매행동에 라벨이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2) 라벨 유형에 

따른 일반 소비자 녹색구매행동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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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환경 및 에너지 라벨이 일반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 및 라벨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환경라벨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 도입된 그린카드제의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의 

녹색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가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및 에너지 라벨을 활용한 소비자 녹색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판별한다. 

둘째, 국내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가 소비자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여 라벨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그린카드 제도가 환경라벨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모형을 설계

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형에 적용할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모형에 적용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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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인 녹색혁신 제품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라벨링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및 평가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표지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부착된 제품 등 관련 정책을 기준으로 친환경 제품을 정의한

다. 한편, 라벨링 제도가 녹색혁신 촉진 정책으로서 갖는 의의와 필요성을 최

근 대두되고 있는 수요기반혁신정책의 틀에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문헌연

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개발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이론과 소비자 구매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라벨 태도 및 이를 

구매에 활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가치 및 개인적 가

치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라벨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시장 인센티브제인 그린카드제가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 제4장은 3장에서 설계된 연구모형 및 관련 가설들을 실증 분석하여 소비

자들의 라벨에 대한 태도 및 구매노력을 분석해 본다.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분석 등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고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가설 검

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를 종합

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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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인 녹색혁신 및 녹색혁신 제품(이하 녹색제품)

의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제품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국내

의 라벨링 및 시장 인센티브제도를 수요기반혁신정책의 틀에서 제시한 후, 소

비자의 녹색구매 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녹색혁신 및 수요기반혁신정책 

 

2.1.1 녹색혁신 

 

녹색혁신이란 환경에의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또는 유의미하게 

개선된 제품 및 서비스, 공정, 마케팅 기법 등을 아우른다(OECD, 2011). 즉, 

제조 공정 또는 제품에서의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및 행동적 

혁신도 포괄한다. 녹색혁신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은 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Popp & Newell & Jaffe, 2009). 

그러나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이익은 녹색혁신제품이 매

우 큰 규모로 판매될 때 가장 크게 발생한다(COWI, 2009). OECD(2010)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총GDP의 60%를 소비생활이 차지하며 소비자들은 시

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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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백병성, 2012). 미래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면 혁신의 성공으로 

인한 보상이 확대되어 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대되기 때문이다(Nemet, 

2009).  

즉,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녹색혁신을 촉진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혁신 중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즉 

녹색제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녹색혁신의 가장 큰 장애로 지목되는 것이 관련 시장의 부재이다. 기

업들은 혁신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 리스크 대비 기대되는 수익을 비교한다. 

그러나 이미 리스크가 가장 큰 단계인 혁신의 사업화 단계에서 기업들은 불확

실한 미래 시장이라는 또 다른 큰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R&D 지원과 같은 정부의 공급기반정책은 혁신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뿐이다

(COWI, 2009). 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기반혁신정책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2.1.2 수요기반혁신정책 

 

수요기반혁신정책이란 혁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조건 및 환경 개선, 혁신의 출현 및 확산을 위한 인위적인 수요 

형성 등 일련의 정책적 수단들을 의미한다(Edler, 2009). 여기에는 공공구매

와 같이 정부가 직접 수요자로서 등장하여 혁신을 구매하는 직접 수요 제도와 

민간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인 간접수요 지원 정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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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직접 수요인 공공구매는 정부라는 거대하고 확실한 수요 확보가 가능

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수요로서의 역할에

는 한계가 있다. 민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로는 보조금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 직접적으로 수요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나 규모는 공공구매에 

비교하여 적을지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의 한계가 있다. 민간 수요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제도들로는 인지도 제고 수단, 라벨링, 훈련 및 교육, 표준

화 등이 있다(Edler, 2009). 그 중 라벨링은 녹색혁신제품에 대한 민간 수요

를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녹색혁신 분야에서의 라벨링이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라벨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환경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Truffer et al., 2001). 라벨링은 재활용 여부, 에너지 절감,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생산, 생물종 위협 등 환경적으로 고려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Banerjee & Solomon, 2003). 이러한 라벨링은 소비자들이 환경부하

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x & Baumann, 2007). 

그러나 라벨링 제도는 효과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Turpitz(2003)는 에코라벨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으며 녹색혁신제품들은 아직도 약한 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Rex & Baumann(2007)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녹색(인

증)제품의 시장 반응은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라벨링을 비롯한 수요기반혁신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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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수요기반혁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일 것이

다. OECD(2011)는 수요기반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의 부재가 관련 정책 수립

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양질의 데이터와 적합한 평가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수요기반혁신정책 수단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요기반혁신정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책에 대한 소비

자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즉 정책의 성공에 시장 

반응이 핵심적 요소임에 따라 정책 대한 평가는 소비자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2.2  라벨링 및 그린카드 제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국내에서 시행 중인 라

벨링 제도와 라벨링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그린카드 제도에 국한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라벨링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

이며, 최근에 환경표지 제품 구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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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제품의 에

너지소비효율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

비자들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는 제

품의 효율등급 외에도 월간소비전력량, 

연간전기료, CO2 배출량 등의 정보가 표기된다. 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2.2.2 환경표지 

 

환경 표지란 친환경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로 제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

하고 있다(환경표지 홈페이지). 

 

 

 

 

[그림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그림 2] 환경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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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그린카드 제도 

 

그린카드 제도란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 구매 시 제품가의 1~5%가 포인

트로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국 국립공원·휴

양림 등 할인 및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본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그린카드 홈페이지). 

 

2.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라벨링 및 그린카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소비자 행동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라벨링에 대한 소비자 행동 모형을 제시

한 후 제도간 소비자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에서

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라벨링 및 녹색 제품 관련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벨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라벨 인지 여부, 라벨

에 대한 이해, 라벨에 대한 신뢰 등 주로 라벨링의 효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Rex & Baumann, 2007). 그러나 라벨에 대한 인

지와 이를 구매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orne, 2009). Leire & Thidell(2005)은 연구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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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이 라벨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도 이것이 녹색제품의 구매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Thogersen (2000)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친

환경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만 에코 라벨을 구매 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코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하다(Rashid, 2007; D’Souza et el., 2006; Rahbar & Wahid, 2011; 한동여 

& 최성용, 2006; 서준혁, 2009; 김정인&신광근, 2010; 김광석 & 정인환, 

2011). Rashid(2007)는 에코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지식 및 신뢰가 소

비자들이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D’Souza et el.(2006)은 친환경 소비자, 잠재적 친환경 소비자, 가격에 민감

한 소비자, 보수적인 소비자 등 소비자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후 이들 유형

에 따른 라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Rahbar & Wahid(2011)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그린마케팅, 에코라벨, 에코브랜드, 친환경 광고 등이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에코라벨과 에코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동여 & 최성용(2006)이 환경제품의 상품성, 환

경제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광고, 지각된 품질, 그리고 사용경험 후 만족도

가 환경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환경제품의 

상품성, 지식 및 정보, 그리고 환경제품의 사용 후 만족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서준혁(2009)은 환경에 관한 사전지식 여부가 탄

소성적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지식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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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김정인 & 신광근(2010)은 인구통계적 변수, 환경의

식,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소비자 유형(친환경 소비자 vs 비친환경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인식, 구매의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의식이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인식과 구매의사에 긍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탄소성적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데 가격보다 제품의 질과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김

광석 & 정인환(2011)은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하여 탄소라벨 정책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탄소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지각된 개연성 

등의 요인이 탄소라벨 및 이를 사용한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 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요인들이 모두 태도 및 구매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라벨과 소비자의 라벨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도 사

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Rahbar & Wahid, 2011) 

대부분 소비자 태도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환경 의식, 환경 

관련 지식, 환경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지금까

지 조사된 연구 중 라벨 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는 없어 보인다.  

또한, Van Vliet(2002)에 의하면 경제학적 모델은 소비자들의 특정 행동에 

대한 경향 배후에 있는 ‘동기’나 ‘이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보

다 녹색 시장이 발전하려면 소비자 욕구 및 시장 잠재적 기회에 대한 분석 방



14 

 

법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다양한 촉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Rex & 

Baumann, 2007).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목적의 라벨링 

및 그린카드 제도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 

 

 



15 

 

3.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설정 

 

3.1  연구가설의 설정 

 

3.1.1 라벨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녹색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한

다. 환경라벨인 환경표지의 경우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에

서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친환경 폐기 등 해당 제품이 친환경 처리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제품의 사용과정에서의 에너

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은 등급의 제품일수록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라벨들은 녹색 제품을 일반 제품과 구분 지어 소비

자들의 녹색제품 구매를 돕는다. 

Grolleau & Ibanez & Mzoughi (2009)는 위와 같이 녹색 제품에 내재된 

환경 속성을 공적(public) 속성과 사적(private)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

서 공적 속성이란 온실가스 저감 또는 유해화학물질 저감과 같이 환경부하의 

감소를 의미하며, 사적 속성은 에너지소비량 저감과 같이 소비자 개인에게 혜

택이 돌아가는 속성을 의미한다. 즉 공적 속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

는 경우인 반면 사적 속성은 소비자 개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

한다. 

이러한 공적 속성 또는 사회적 이익(가치)이 소비자의 녹색 제품 구매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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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수 있다. Tanner and 

Kast(2003)는 녹색 식품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구매행동 연구에서 소비자들

의 환경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녹색 식품 구매를 촉진한 것을 확인하

였다. 당옥영(2010)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구에 혜택을 준다고 

인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환경의식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이 “따듯한 빛(warm glow)”라 일컬어지는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환경 

의식이 있는 소비자는 “공익”인 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Ritov and Kahnemann, 1997; Hartmann, Ibáñez and Sainz, 

2005). 

사적 속성 또는 개인적 이익(가치)은 수많은 문헌에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

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이경탁 & 구동모 & 노미진, 2011). 

Zeithaml(1998)에 의하면 개인적 이익(가치)이란 낮은 가격, 효용 그리고 비

용, 시간, 노력 등 포기한 것 대비 얻게 된 것 등의 개념을 아우른다. 즉, 지

각된 개인적 이익(가치)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그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 또는 희생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탁 외, 2011). 

녹색제품에서의 사적 속성 또는 개인적 이익(가치)은 본래의 제조 목적은 

아니지만 제품에 내재된 녹색 특성이 소비자의 개인적 이익(가치)과 부합하는 

것으로 녹색 제품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이익(가

치)은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앞서 이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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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보여왔음을 여러 문헌에서 실증하였다. Chang & Wildt(1994)는 지각

된 개인적 이익(가치)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라 주장하였다. 노미진 & 장성희 & 안현숙(2010)은 그린IT 제품 구매에 

지각된 가치가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하홍열(2012)은 친환경 유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연구에서 제품 우위란 개념으로 개인적 이익(가

치)을 측정하여 이것이 제품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긍정적 요인임을 증명하였

다. 

즉 녹색 라벨로 표현되는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행동은 사회적 이

익인 공적 속성과 개인적 이익인 사적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라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은 녹색 라벨의 범주에 포함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 

그리고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의 경우까지 포함한 라벨에 대한 통합적 모

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는 환경표지에 

대한 그린카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그린카드를 알기 이전

과 알고 난 이후 환경표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후 3.1.2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 등 

3가지로 각각에 대한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H1) 라벨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이익(이하 사회적 가치)은 라벨에 대한 태

도(이하 라벨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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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라벨로부터 지각된 개인적 이익(이하 개인적 가치)은 라벨에 대한 태

도(이하 라벨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환경 및 에너지 라벨링은 본래 소비자가 제품의 친환경 속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개발된 정책 수단으로 라벨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의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H3) 라벨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이를 구매에 활용하려는 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라벨이 의미하는 제품의 환경 속성을 공적 속성과 사적 속

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추정 및 비교하고자 한

다. 여기서 소비자의 반응은 태도와 의도로 대부분의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

에서 이 두 요인을 토대로 실제 행동을 예측한다. 즉, 행동은 의도에 의존하

며 의도는 태도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Kim and Hunter, 1993). 

여기서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

응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소비자 행동에 핵심

적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정신적 상태로 연구 수단을 통해 

추정을 해야 한다(Wilki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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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들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 개념을 주로 제품에 대한 태도 또는 제

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라벨링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를 소비자들이 라벨에 대해 갖는 태도로 정

의 한다. 또한 의도에 대해서도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아닌 라벨을 구매에 

활용하고자 하는 라벨 이용 의도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Cherian & Jacob 

(2012)의 소비자 녹색구매 행동 모형에서도 환경라벨 및 환경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의 녹색구매 행동을 설명한다고 제시된 바, 이와 같은 정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라벨 태도는 라벨을 구매에 이용하려는 의도(이하 구매 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Cherian & Jacob (2012)에서 라벨 및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지각된 환경의 심각성과 지각된 환경적 책임 등이 구매 행동에도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에 제시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요인들이 라벨을 구매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

였다. 

 

H5) 라벨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가치는 라벨 태도의 매개에 의해서뿐만 아

니라 직접적으로도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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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라벨로부터 지각된 개인적 가치는 라벨 태도의 매개에 의해서뿐만 아

니라 직접적으로도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Grolleau et al. (2009)에 의하면 공적 속성에 대해서 이타적 소비자

(또는 친환경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나 일반 소비자(또

는 친환경에 무심한 소비자)들은 사적 속성에 대해서만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며, Rex and Baumann(2007)은 지난 10년간 드러난 녹색제품 

시장의 부진함은 그 동안 정의된 녹색제품의 수요자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

적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시장에는 공적 속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친환경 소비자보다 사적 속성을 우선시하는 일반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공적 속성보다 사적 속성이 라

벨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7) 라벨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 

보다 클 것이다. 

 

3.1.2 라벨 간 차이 

 

본 연구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 두 가지와 그린카드라는 시장 

인센티브제가 추가되었을 때의 환경표지까지 총 3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는 비교적 성공적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상대적으로 시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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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은 환경표지 간의 소비자 반응 차이를 분석하고 그린카드라는 시장 인센

티브제도가 환경표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위함이

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의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녹색라벨에 해당

하나 라벨이 제공하는 환경 정보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에 반응

하는 경향도 다를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

는 사적 속성에 속하는 요인이 있는 반면 환경표지는 공적 속성만을 강조한다. 

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사적 속성인 개인적 가치의 영향력이 클 것

이며, 환경 표지의 경우 공적 속성인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H8)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한 라벨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잠재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H8.1) 사회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H8.2) 개인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8.3)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8.4) 라벨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8.5) 사회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H8.6) 개인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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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소비자의 환경 및 에너지 라벨에 대한 태도 및 이를 구매에 이용

하려는 의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라벨간에 나타나는 소비자의 반응 차이

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소비자

들의 라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판별하고 이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라벨로부터 제품의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임을 나타내 일반적으

로 사회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중요시하는 친환경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라벨에 대한 태도와 라벨을 구매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제품의 환경 정보에 무관심한 일반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환경 

정보에서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 그 대신 제품으로부터 인지되는 다른 효용이 

있을 경우 제품의 구매를 고려한다. 이를 보통 지각된 가치 요인으로 일컬으

며 제품으로부터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을 기존의 연구에서 무수히 증명되었다. 즉, 개인적 가치 또한 라벨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라벨로부터 인지하는 사회적 이익, 즉 

지각된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요인으로 반영하고 소비자가 라벨로부터 인지하

는 개인적 이익, 즉 지각된 개인적 가치를 본 연구의 나머지 요인으로 설정하

였다. 이와 같은 요인이 환경 및 에너지 라벨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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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즉, 소비자 의사결정 관계에 대한 기본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3]과 같

이 설계하였다. 

 

 

 

[그림 3] 기본 연구모형 

 

3.3  연구변수의 정의 

 

기존문헌을 기반으로 설정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형태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

다)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가치는 소비자가 라벨을 보고 제품을 구매할 때 인

지되는 환경에의 기여도라 정의하고 김광석 & 정인환(2010)의 문항을 참조



24 

 

하여 본 연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적 가치는 다수의 지각된 가치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소비자가 라벨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및 유용성이라 정의하고 노미진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라벨 태도는 Chan(2001) 및 Gefen et 

al.(2003)을 참조하여 소비자들이 라벨에 대해 갖는 태도로 라벨에 대한 관

심, 라벨에 대해 느끼는 유용성, 라벨에 대한 신뢰 등으로 측정한다. 구매 의

도는 라벨을 구매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제품 구매 시 라벨을 고려할 계획, 라

벨을 고려하여 제품을 교체할 계획,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통해 측정하며 Gefen et al.(2003) 및 Davis(1989)를 참조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 및 설문 예시는 다음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최종 설

문문항은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잠재요인 측정문항 변수명 참조문헌 

사회적 가치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SV1 
김광석&정인환

(2011) 
지구 온난화 완화에 기여 SV2 

자원 절약에 기여 SV3 

개인적 가치 

제품에 대한 만족도 PV1 

노미진 외(2010) 라벨의 유용성 PV2 

지각된 경제적 이익 PV3 

라벨 태도 

라벨에 대한 관심 LA1 
Chan(2001) 

Gefen et al.(2003) 
라벨로부터 지각된 유용성 LA2 

라벨에 대한 신뢰 LA3 

구매 의도 

구매 시 라벨 고려 계획 PI1 
Gefen et al.(2003) 

Davis (1989) 
라벨을 고려한 제품 교체 계획 PI2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의향 P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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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예시 

잠재 

요인 
측정문항 설문문항 

사회적 

가치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

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구 온난화 완화에 기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

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원 절약에 기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

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 

가치 

제품에 대한 만족도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

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라벨의 유용성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

활에 유용할 것 같다. 

지각된 경제적 이익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경

제적으로 이익이다. 

라벨  

태도 

라벨에 대한 관심 라벨에 관심이 간다. 

라벨로부터 지각된 유용성 라벨이 구매활동에 유용할 것 같다. 

라벨에 대한 신뢰 라벨에 신뢰가 간다. 

구매  

의도 

구매 시 라벨 고려 계획 앞으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라벨 제품으로 교체 계획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라벨이 부착된 

제품으로 교체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의향 
주변 사람들에게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

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3.4  조사방법 

 

설문에는 기존 문헌에서 기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가치, 개인

적 가치, 라벨 태도, 구매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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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환경표지 라벨, 그리고 그린카드 지각 이

후 환경표지 라벨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바, 총 3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라벨 태도, 구매 의도에 대해 응

답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한편 본 설문에 응답하기 전, 라벨 및 그

린카드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경험을 묻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인구통계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문항도 포

함되었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설문은 만 25세 이상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고가의 

전자제품에 주로 부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매력이 있는 연령 기준을 2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변수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변량 분석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변수들 간의 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자에는 회

귀분석 및 판별분석이 해당하며 후자에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차원척도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구조방정식 분석법은 두 가지 방법론을 동시에 사용하

며 특히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이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구조방정식 분

석은 일련의 방정식들로 나타낼 수 있는 잠재요인들 간의 상호관계 구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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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기법으로 여러 변수들간의 종속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오류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방법론을 적용하

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이용되는 AMOS 20과 자료의 

기술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18을 이용하였다. 

 

<표 3> 조사방법 

조 사 기 간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1월 30일 

조 사 대 상 25세 이상 일반인 

조 사 인 원 300명 

조 사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 도 구 AMOS 21 / SPSS 21 

조 사 내 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

해 지각된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태도, 구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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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4.1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만 2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3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0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 구성은 각 남녀 각각 150명이며 에너지소비효율등

급이 고가의 전자제품에 주로 부착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 기준은 이들 제품

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만2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만 25세~2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40명(13.3%), 만

30~34세 40명(13.3%), 만 35~39세 45명(15.0%), 만40~44세 45명

(15.0%), 만 45~49세 43명(14.3%), 만 50~54세 43명(14.3%), 만 

55~59세 44명(14.7%)으로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는 59명(19.7%), 전문대학 재학

/졸업 62명(20.7%),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53명(51.0%), 석사 재학/졸업 

19명(6.3%), 박사 재학/졸업 7명(2.3%)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월 100만원 이하가 26명(8.7%), 

월 101~200만원 48명(16.0%), 월 201~300만원 84명(28.0%), 월 

301~400만원 57명(19.0%), 월 401~500만원 43명(14.3%), 월 501만원 

이상 42명(14.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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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 구성 

항    목 응 답 자(명) 구 성 비(%) 

성    별 
남자 150 50.0 

여자 150 50.0 

합    계 300 100.0 

연    령 

만 25~29세 40 13.3 

만 30~34세 40 13.3 

만 35~39세 45 15.0 

만 40~44세 45 15.0 

만 45~49세 43 14.3 

만 50~54세 43 14.3 

만 55~59세 44 14.7 

합    계 3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59 19.7 

전문대학 재학/졸업 62 20.7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53 51.0 

석사 재학/졸업 19 6.3 

박사 재학/졸업 7 2.3 

합    계 300 100.0 

소    득 

(월) 

100만원 이하 26 8.7 

101~200만원 이하 48 16.0 

201~300만원 이하 84 28.0 

301~400만원 이하 57 19.0 

401~500만원 이하 43 14.3 

501만원 이상 42 14.0 

합    계 300 100.0 

 

현행 라벨 및 시장 인센티브 제도인 그린카드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 노력에 

대한 현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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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지도와 구매노력 

구     분 질     문 예 아니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본 적이 있다. 98.7 % 1.3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91.0 % 9.0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85.0 % 15.0 % 

환경표지 

환경표지를 본 적이 있다. 61.0 % 39.0 % 

환경표지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58.3 % 41.7 % 

환경표지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31.7 % 68.3 % 

그린카드 

그린카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52.7 % 47.3 % 

그린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26.3 % 73.7 % 

그린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6.0 % 94.0 % 

 

우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99%

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

매 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85.0%에 달했다. 반면 환경라벨을 본 적이 

있고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를 구매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통계청 조사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인 73%와 환경라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인 40%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나 환경라벨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인지도가 2011년의 경우 1.8배, 본 연구조사의 경우 1.6배

로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구매 노력을 비교하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환경라벨의 경우보다 2.7배 정도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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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린카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3%로 과반수

를 넘었으나 그린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6%

에 불과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응답자는 6%에 그쳤다. 

 

4.2 변수 요약 및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라벨에 대한 통합모형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 모

든 응답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 등 

총 3가지 경우에 대해 설문을 수행한 통합 데이터와 각 라벨별 데이터에 대

한 기술통계량을 도출하였다. 통합의 경우 분석을 위해 사용된 샘플수는 900

이며 라벨별로는 각 300이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라벨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평균은 4.82(PI2)~5.53(SV2)에서 형성

됐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5.54(PI2)~6.08(PI1), 환경표지의 경우 

4.50(PV2, PI3)~5.46(SV1), 그린카드의 경우 4.42(PI2)~5.29(SV1,SV2)

으로 전반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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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변수별 기술통계량 

변수명 

통합 

(n=900) 

에너지소비효율등급 

(n=300) 

환경표지 

(n=300)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n=3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A1 5.38 1.179 6.01 1.066 5.05 1.150 5.08 1.063 

LA2 5.39 1.209 6.05 1.050 5.07 1.191 5.04 1.101 

LA3 5.18 1.257 5.62 1.231 4.98 1.277 4.95 1.150 

PI1 5.31 1.242 6.08 1.000 5.05 1.151 4.78 1.169 

PI2 4.82 1.341 5.54 1.214 4.50 1.289 4.42 1.217 

PI3 5.06 1.344 5.85 1.138 4.69 1.281 4.65 1.254 

SV1 5.52 1.086 5.80 1.039 5.46 1.083 5.29 1.079 

SV2 5.53 1.088 5.86 1.007 5.44 1.097 5.29 1.078 

SV3 5.46 1.150 5.83 1.088 5.37 1.133 5.19 1.136 

PV1 5.18 1.179 5.86 1.048 4.86 1.132 4.83 1.053 

PV2 5.23 1.201 5.96 .993 4.83 1.171 4.89 1.081 

PV3 5.10 1.326 6.04 .979 4.50 1.247 4.74 1.181 

 

4.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잠재요인의 

항목들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고 전체 잠재

요인과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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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여부로 판별하며 Cronbach’s alpha 계

수를 계산하여 1에 근접한 값이 도출되면 해당 변수들은 내적일관성이 있다

고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0.8~0.9, 0.6~0.7은 수용할 만

한 수준, 0.6보다 작을 경우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 & 

임지훈, 2009).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은 통합 모형을 대상으로만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잠재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은 최소 0.899에서 최

대 0.950 범위에 포함되어 내적일관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신뢰도 분석 결과 

잠재요인 초기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s alpha 

사회적 가치 3 3 0.950 

개인적 가치 3 3 0.926 

라벨 태도 3 3 0.899 

구매 의도 3 3 0.906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잠재요인과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

도를 판별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들로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가장 기본적

인 통계량, 자유도, p-value와 절대 적합도 지수 그리고 증분 적합도 지수 

등이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란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를 반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통계량, GFI/AGFI, RMR, RMSE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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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수는 null모형 대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NFI, CFI, 

TLI 등이 있다. 적합도 판별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량, 자유도, 

p-value 와 함께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 중 각각 한 개씩은 

최소한으로 보고하도록 권장되고 있다(이학식&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는 절대 적합도 지수 중 GFI/AGFI, RMR, RMSEA와 증분 적

합도 지수 중 NFI, CFI, TLI를 제시하였다. 각 지수별 판단 기준은 이학식&

임지훈(2009)에서 우수 모형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값을 적용하였으며 다음

의 <표 8>에 표시하였다. 

라벨 전체에 대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66.254, d.f.=48로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본래 p값이 0.05보다 

커야 기준치를 충족시키나 동 수치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충족시키기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로부터 타당성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지수별로 도출된 수치는 GFI=0.949, AGFI=0.918, 

RMR=0.042, RMSEA=0.071, NFI=0.976, CFI=0.980, TLI=0.973으로 전

체 라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안된 모형은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수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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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 결과 

지수명 판단 기준 적합도 

 p>0.05 
266.254 

d.f. 48 

GFI 0.9이상 0.949 

AGFI 0.9이상 0.918 

RMR 0.05이하 0.042 

RMSEA 0.08이하 0.071 

NFI 0.9이상 0.976 

CFI 0.9이상 0.980 

NNFI(TLI) 0.9이상 0.973 

 

4.3.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구성 개념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이는 집중타당성, 수렴타당성(내적일관성), 판별타당성, 그리고 법

칙타당성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이면 수용할만한 

수준이며 0.7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경우의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함과 동시에 최소 0.783으로 기준치인 0.5를 초과함으로써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일관성은 분산추출지수(AVE)

가 0.5이상, 개념신뢰도(ICR)가 0.7이상이면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김계

수, 2007). 아래 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분산추출지수(AVE)는 최소 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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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신뢰도(ICR)는 최소 0.853으로 분산추출지수(AVE)는 전부 0.5, 개념신

뢰도(ICR)는 전부0.7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모형의 측정변수들이 수렴타당성

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잠재요인 측정변수 표준화 요인부하량 AVE ICR 

사회적 가치 

SV1 0.941 

0.866 0.879 SV2 0.946 

SV3 0.904 

개인적 가치 

PV1 0.892 

0.813 0.853 PV2 0.937 

PV3 0.875 

라벨 태도 

LA1 0.894 

0.762 0.932 LA2 0.934 

LA3 0.783 

구매 의도 

PI1 0.918 

0.760 0.887 PI2 0.807 

PI3 0.886 

 

판별타당성은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과 분산추출지수(AVE)를 비

교하여 확인하는데, 두 잠재요인의 AVE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기준치

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09). 아래의 <표 10>의 

상관계수 표를 참조하여 잠재요인 별 상관계수의 제곱과 잠재요인별 분산추출

지수(AVE)를 대조해 보면 모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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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관계수 및 분산추출지수(AVE)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라벨 태도 구매 의도 

사회적 가치 0.866
*
    

개인적 가치 0.727 0.813
*
   

라벨 태도 0.691 0.767 0.762
*
  

구매 의도 0.699 0.841 0.870 0.760
*
 

*=AVE 

 

법칙타당성은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파악하는데, 전제된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모형 분석 결과에서의 상관관계 방향성과 일

치하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와 라

벨 태도, 사회적 가치와 구매 의도, 개인적 가치와 라벨 태도, 개인적 가치와 

구매 의도, 라벨 태도와 구매 의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제하

였고 본 분석결과에서도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칙타

당성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09). 

 

4.4 대안모형과의 비교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기 전,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

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 적합도가 높고 연구가설들이 지지된다면 현실 설명력

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모형이 최상의 모형이라고 확신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모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상대적인 검증 평가를 거친 후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추천된다(이학식 & 

임지훈,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외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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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3가지 대안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모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구매 의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따라 대안모형1은 사회적 

가치에서 구매 의도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였다. 대안모형2에서는 개인적 가치

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모형3은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모두 라벨 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구매 의도에 영

향을 끼치는 경우를 표현한다. 

 

 

[그림 4] 연구모형 

 

 

[그림 5] 대안모형1 

 

 

[그림 6] 대안모형2 

 

[그림 7] 대안모형3 

 

각 모형별  차이 검정을 실시하여 경쟁모형이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

의미하게 나타날 경우 최적 모형으로 경쟁모형이 채택되어야 한다. 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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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기존의 모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즉 유의

수준 0.05에서 자유도가 1인 경우  값은 3.84이기 때문에 경쟁모형의 자유

도가 1증가 하면서 값이 3.84보다 적게 증가하면 경쟁모형이 더 우수하다

고 볼 수 있다. 반대로 3.84보다 크게 증가하면 기본모형이 더 우수하다(이학

식 & 임지훈, 2009). 

각 모형별 검정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 266.254(d.f.=48), 대안모형1의 경

우 267.622(d.f.=49), 대안모형2의 경우, 381.667(d.f.=49), 대안모형3의 

경우 408.196(d.f.=50)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2와 대안모형3의 경우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안모형1의 경우 차이가 1.368에 불과해 

대안모형1이 기본연구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대안모형 비교 

구 분 
 

d.f. GFI CFI RMSEA 최적모형 

연구모형 266.254 48 0.949 0.980 0.071  

대안모형1 267.622 49 0.949 0.980 0.070 ○ 

대안모형2 381.667 49 0.926 0.970 0.087  

대안모형3 408.196 50 0.922 0.968 0.089  

 

이에 따라 가설검정을 위하여 대안모형1을 채택하도록 한다. 즉, 사회적 가

치는 구매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라벨 태도에 의해 매

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기본 연구모형으로 경로분석 결과 사회적 가

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분석은 대안모형1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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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설검증 

 

4.5.1 라벨 태도-구매 의도 모형 

 

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최적 모형인 대안모형1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및 환경라벨 전체에 대한 소비자 행

동 모형의 발견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전체 라벨을 아우르는 

통합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검정한다. 

가설검증에 앞서 검증에 사용될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해야 한다. 전체 모형

의 최적 모형인 대안모형1의 적합도 지수들은 다음과 같다.  

=267.622, d.f.=49로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본래 p값이 0.05보다 

커야 기준치를 충족시키나 동 수치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충족시키기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로부터 타당성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지수별 도출된 수치는 GFI=0.949, AGFI=0.919, 

RMR=0.042, RMSEA=0.070, NFI=0.976, CFI=0.980, TLI=0.974로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적합도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에 따라 가설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는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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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로분석 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본 모형에서 설정한 가설 모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및 개인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1 가

설과 H2 가설인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가치는 구매 의도에

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6). 라벨 태도와 구매 

의도 간에도 유의한 정(+)의 관계이다(H4). 또한,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

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지지되었다(H3). 한편, H5 가설인 사회

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대안모형 비교 단계에

서 제외됐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H7가설인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 차이 비교를 위

해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제공하는 잠재요인 간 총효과를 살펴본다. 총효과는 

요인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다. 직접효과는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이며 간접효과는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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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갈 경우의 효과로 중간의 잠재요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중간 잠재요

인이 최종 잠재요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의 곱으로 구한다. 

다음의 <표 12>는 요인 간 총효과 분석 결과이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

듯이 라벨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인적 가치의 총효과가 0.728로 사회적 가치의 0.687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가설 H7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잠재요인 별 총효과 

  public private attitude intention 

private 0.728 0 0 0 

attitude 0.694 0.559 0 0 

intention 0.687 0.728 0.547 0 

 

<표 13> 통합 모형 가설 검정 

가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p-value 채택여부 

H1 라벨 태도 ← 사회적 가치 
0.296 

(0.038) 

*** 채택 

H2 라벨 태도 ← 개인적 가치 
0.561 

(0.039) 
*** 채택 

H3 개인적 가치 ← 사회적 가치 
0.749 

(0.030) 
*** 채택 

H4 구매 의도 ← 라벨 태도 
0.617 

(0.039) 
*** 채택 

H5 구매 의도 ← 사회적 가치 - - 기각 

H6 구매 의도 ← 개인적 가치 
0.478 

(0.038) 
*** 채택 

H7 개인적 가치 > 사회적 가치 0.728 > 0.687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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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라벨 간 비교 및 그린카드 효과 

 

다음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리고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

지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411.532 

d.f.=147로 p값이 0.000이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GFI=0.926, 

AGFI=0.882, RMR=0.051, RMSEA=0.045, NFI=0.961, CFI=0.974, 

TLI=0.965로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형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경로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H8.1과 H8.2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

표지 그리고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한 태도에 사회적 가치가 끼치는 

영향력은 각각 0.201, 0.643, 0.192로 환경표지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라벨 태도에 개인적 가치가 끼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면 각각 0.621, 0.284, 0.676으로 사회적 가치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해서는 인지 전 환경표지 보다 에너

지소비효율등급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그린카드로 인한 조절효과가 환경표지

에 대한 반응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유사하도록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가설 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 14>에 요약하였다. 

 

 

 



44 

 

<표 14> 라벨간 비교 및 그린카드 효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  P값 

채

택 

여

부 

에너지 

소비효

율등급 

환경 

표지 

그린 

카드 

자유 

모형 

제약 

모형 

H8.1 
라벨태도 ← 

사회적가치 

0.210 

(0.075) 

0.643 

(0.052) 

0.192 

(0.061) 

411.532 

420.225 8.693 <0.005 
채

택 

H8.2 
라벨태도 ← 

개인적가치 

0.621 

(0.083) 

0.284 

(0.069) 

0.676 

(0.073) 
428.575 17.043 <0.005 

채

택 

H8.3 
개인적가치 ←

사회적가치 

0.695 

(0.049) 

0.643 

(0.052) 

0.709 

(0.044) 
412.439 0.907 n.s. 

기

각 

H8.4 
구매의도 ← 

라벨태도 

0.528 

(0.054) 

0.695 

(0.071) 

0.630 

(0.095) 
415.181 3.649 n.s. 

기

각 

H8.5 
구매의도 ← 

사회적가치 
- - - - - - 

기

각 

H8.6 
구매의도 ← 

개인적가치 

0.414 

(0.059) 

0.441 

(0.061) 

0.474 

(0.095) 
411.824 0.292 n.s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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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라벨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도를 분석할 

소비자 구매행동 모형을 제시하고, 라벨별로 인지도와 구매 노력이 다른 이유

를 규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라벨이 제시하는 환경 속성에 대해 소비

자들이 인지하는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환경 속성은 공

적 속성과 사적 속성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들 요인의 구성비에 따라 녹색제품

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달라진다(Grolleau et al. 2009) 이에 따라 에너지 및 

환경라벨이 제공하는 정보, 즉 제품의 환경 속성을 사회적 가치 요인(공적 속

성)과 개인적 가치 요인(사적 속성)으로 정의한 후 각 라벨에 대해 소비자들

이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라벨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에

너지소비효율등급과 환경표지의 시장에서의 성과 차이에 대해 시사점을 발견

하고 그린카드 제도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린카드의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환경 및 에너지라벨을 아우르는 통합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그리고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까지 3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제시된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가치 및 개인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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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태도는 구매 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개인적 가치는 

라벨 태도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매 의도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벨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사회적 가치

보다는 개인적 가치의 영향력이 더 컸으며 비록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도 궁극적으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개인적 가

치가 더 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녹색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순수 제품의 

친환경성 보다 환경성이 주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제품이 단순히 환경에 기여하기 때문에 녹색 제

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기여하는 속성이 개인의 만족도를 높여주

거나 개인에게 유용하게 느껴질 경우 등 개인의 직접적 이익에 부합하였을 때 

녹색 제품을 더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 녹색 제품의 사회적 속성

은 소비자의 녹색 구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유효하다. 동일 조건의 제품 

간 상대적인 친환경성은 타 제품 대비 구매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요즘같이 동일한 조건의 제품이 많지 않은 시장 상황

에서 제품의 친환경 속성으로 제품의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즉, 기업들이 

녹색 라벨을 이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할 경우 제품의 사회적 가치

인 친환경 속성을 단순히 부각시키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소비자의 

개인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라벨링에 의한 소비자들의 녹색 구매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

려면 라벨링이 제시하는 정보를 소비자의 직접적 이익과 연계시켜야 함을 보



47 

 

여주는 것이다. 이는 제품이 지닌 환경적 속성 중 소비자의 편익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라벨을 통해 이를 부각시키거나 다른 수단과 혼합하여 속성의 사회

적 가치를 개인적 가치로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녹색 제품 구매에 따른 

세제 혜택,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라벨링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수단 활용은 필수적임을 본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정부는 녹색 제품 구매 시 현금으로 사용 가능

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로 인해 라벨

로부터 인지되는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라벨별 개인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린카드로 인해 

이와 같은 인지된 가치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라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라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

적 가치에 라벨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0.201로 나타난 

반면 개인적 가치가 라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0.62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

았다. 반면 환경표지의 경우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은 0.643으로 개인적 가치

의 영향력 0.28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제시하

는 정보의 환경속성이 소비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환경표지의 

경우 개인적 욕구 충족에 의해서라기 보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 라벨을 고려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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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높은 인지도와 구매노력 대비 환경표지의 부진

은 녹색 제품의 개인적 가치가 낮을 경우의 시장 반응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라벨 통합 모형에서 개인적 가치가 녹색 구매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큰 것을 감안할 때, 환경표지의 경우 개인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

중이 녹색제품 구매 시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환경표지가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단독으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임

을 시사함에 따라 현행 환경표지에 제도적인 변화 혹인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결과는 기업의 관점에서 녹색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라벨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경우 고

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친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환경표지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제품의 친환경 속

성을 소비자 개인의 이익에 부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환경표지의 사회적 가치를 개인적 가치화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그린카드의 효과를 보기 위해 그린카드 인지 전 환경표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

과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그린카드

는 환경표지 제품 구매 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소비

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사회적 속성을 개인적 

속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의 경로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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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2, 개인적 가치의 경로계수는 0.676으로 나타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인적 가치가 지각되고, 그린카

드 인지 전 환경표지와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로 성공적으

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토대로 그린카드가 환경표지의 인지도

와 구매 영향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환

경표지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서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카드가 도입된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그린카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본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50%를 넘었으나 관련 내용

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26%, 이를 이용해 본 소비자는 6%에 불과했다. 

즉, 그린카드가 시장 인센티브 제도로서 기능은 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홍

보 및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그린카드의 실질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드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환경표지를 활용한 소비자의 녹색 구매 확산은 최소한 에너지소비효

율등급의 수준만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린카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경우 기업들은 환경표지를 제

품에 부착하여야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면 이미 환경표지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린카드를 전략적으

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제품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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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 동안 소비자의 녹색 제품 또는 라벨링 관련 연구들은 주로 친환경 소비

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거나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 등 관한 연

구들의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친환경 소

비 성향이 있을수록, 환경 지식이 많을수록 녹색제품 구매 경향이 있으며 제

품의 친환경성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존재함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녹색제품 시장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시장에는 친환경 소비자보다 개인의 만족 또는 이익을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비친환경 소비자(여기서는 일반 소비자)의 비중이 우세하다. 따

라서 녹색 혁신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

반 소비자들의 녹색 제품 또는 라벨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색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일

반 소비자들이 중요시 하는 개인적 욕구가 녹색 제품 및 에코 라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벨링 및 그린카드와 같이 수요를 확장시켜 혁

신을 유도하는 수요기반혁신정책을 소비자 관점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수요기반혁신정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소비자 유형별로 에코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았

을 뿐 아니라 라벨 종류 및 그린카드라는 시장 인센티브에 대한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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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녹색 제품 혁신을 위한 수요기반혁신정책의 효과를 가

늠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개인적 가치를 증대키는 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품 품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따라 인지하는 공적 및 

사적 속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 행동을 측정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이는 환경표지 및 그린카드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경험이 있는 소

비자가 적어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으나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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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에코라벨 및 그린카드에 대한 설문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

생입니다. 본 설문은 석사 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에코라벨 및 

그린카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상이나 의견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2012.  11.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연배 교수 

연구자: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박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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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① 만25~29세 ②만30~34세 ③만35~39세 ④만40~44세  

⑤ 만45~49세 ⑥ 만50~54세 ⑦만55~59세 ⑧만60세 이상 

 

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   ) ② 전문대학 재학/졸업 (   )  

③ 4년제 대학 졸업 (   )  ④ 석사 재학/졸업 (   )  

⑤ 박사 재학/졸업 (   ) 

 

4. 월소득  

① 100만원 이하   (   )  ② 101 ~ 200만원 (   )  

③ 201 ~ 300만원 (   )  ④ 301 ~ 400만원 (   )  

⑤ 401 ~ 500만원 (   )  ⑥ 501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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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표지 

 

 

◈ 아래의 환경표지에 대한 개념을 읽으신 후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란? 

 

친환경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로 제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인증하는 제도 

 

 

 

◈ 물음에 대한 답변에 √ 표를 해 주십시오. 

 

I.  [인지도] 귀하께서는 환경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질     문 예 아니오 

1 환경표지를 본 적이 있다.   

2 환경표지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3 환경표지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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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태도] 귀하께서는 환경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환경표지에 관심이 간다.        

2 환경표지가 구매활동에 유용할 것 같다.        

3 환경표지에 신뢰가 간다.        

 

 

III. [의도] 귀하께서는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앞으로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2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3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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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적 가치] 귀하께서는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V. [개인적 가치] 귀하께서는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2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에 유용할 것 같다. 

  
     

3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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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린카드 인지 후 환경표지 

 

 

 

 그린카드란?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 적립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 구매 시 제품가의 1~5%를 포인트

로 적립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 전국 국립공원·휴양림 

등 할인 및 입장료 면제 

 단, 개별적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함 

 

 

 

 환경표지란? 

 

친환경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로 제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을 만족한 제품에 

인증하는 제도 

 

 

◈ 물음에 대한 답변에 √ 표를 해 주십시오. 

 

I. [인지도] 귀하께서는 그린카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질     문 예 아니오 

1 그린카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 그린카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3 그린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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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태도] 귀하께서는 그린카드에 대해 알고 난 후 환경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환경표지에 관심이 간다.        

2 환경표지가 구매활동에 유용할 것 같다.        

3 환경표지에 신뢰가 간다.        

 

 

III. [의도] 귀하께서는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앞으로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2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3 

주변 사람들에게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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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적 가치] 귀하께서는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V. [개인적 가치] 귀하께서는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2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에 

유용할 것 같다. 

  

     

3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환경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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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등급~5등급 표시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고효율 제품 

 

예) 냉장고의 등급별 연간전기료        

                                  (단, 650~750ℓ 기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48,000 원 72,000 원 79,000 원 87,000 원 98,000 원 

                  

 

I.  [인지도] 귀하께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질     문 예 아니오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본 적이 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Ⅲ. 에너지소비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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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태도] 귀하께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심이 간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구매활동에 

유용할 것 같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신뢰가 간다.        

 

 

III. [의도] 귀하께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앞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2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3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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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적 가치] 귀하께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V. [개인적 가치] 귀하께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⑦매우 그렇다) 

질     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에 유용할 것 같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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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ansion of green markets by consumers is necessary to 

promote eco-innovative products. In Korea, labeling of energy efficient 

and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 accelerate the demand of eco-innovative products. 

However,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gap on the effect and 

performance, as awareness and efforts on using the labels when 

purchasing products, between the Energy Efficiency Label and Eco Label 

which were introduced simultaneously in Korea. Furthermore, a market 

incentive instrument named Green Card was introduced recently,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on promoting the use of Eco Labels while the 

effect is not yet observed. As these demand-based instruments are used 

widely, there seems to be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schemes on 

the consumers’ point of view. Thus this study tries to propose a 

structural framework to analyze consumers’ response on these demand-

based measur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Energy 

Efficiency Label and Eco Label.  

Keywords: Energy Efficiency Label, Eco Label, Green Card, green 

products, consumer behavior 

Student Number: 2010-2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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