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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친환경 행동 지표는 개인의 친환경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리 사용되어왔다. 형 인 친환경 행동 지표는 크게 자원 약, 

에 지 약, 환경보호 활동  지지로 나  수 있다. 기존의 지표를 

사용해 설문 조사를 시행한 연구들에서는 여성, 소득 수 이 높고,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경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은 소비의 규모에 해 살펴보지 않았

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친환경 이라고 단한 행동들이 진정

으로 친환경 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소비 규모를 친

환경 행동 측정 지표에 반 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데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더불어 기존 

지표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해 친

환경 소비 소양(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개념을 제

안한다. 친환경 소비 소양이 있다는 것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지식이 있고,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마음을 쓰

며(정서), 지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소비 계획을 구상해 소비의사결정

을 하는 것을 말한다.’소양의 깊이와 극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과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으로 나뉜다. 약한 

소양을 지닌 경우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주의해 환경 부

담을 ‘ 이려’ 노력하는 데 그치지만, 이와 더불어 자신이 ‘얼마

나’ 소비하는지에 주의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지녔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재의 친환경 

행동 지표가 약한 소비 소양만을 포함하는 한계로 인해 특정 인구 

집단이 더 친환경 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보고 소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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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반 한 새 지표를 개발하 다. 지표 개발 후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 지표와 새 지표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지를 경험 으로 검증

하 다. 검증 결과 기존 지표에 의하면 여성, 교육 수 이 높은 사람

이 더 친환경 이었으며 이는 일정 부분 기존 논문들의 결과를 지지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추가한 새 지표에 의하면 여성, 소득 수

이 높은 사람이 소비 규모가 커 덜 친환경 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

었다. 따라서 기존 지표와 새 지표를 모두 고려한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여성과 고소득 계층, 고학력자들이 그 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더 친환경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친환경 행동, 친환경 소비 소양, 소비 규모, 지표

학번: 2012-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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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말

1. 연구 배경  목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괴와 같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류는 행동 양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

다.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리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환경에 향을 미친다. 문제는 오늘날 인간의 욕구 충족

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의 범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다. 독립 개념인 자연과 인간이 상호 유기  계를 맺으면 서로가 서

로의 환경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자연은 인간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

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자연의 기가 곧 인간의 

기인 이유이다. 자연에게 ‘친인간 ’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인

간에게‘친환경 ’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필요에서

이기도 하다.1)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생리  욕구 충족이면 충분했던 생활 방식

에서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의 변화에서 비롯되

었다. 충족과 동시에 갱신되는 풍요와 편리에 한 무한한 욕구를 자원

과 자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자연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인 원인은 개인의 

소비 활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에도 있지만 결국 개인의 일상 인 행

동이 자연의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소비 행 로 이어지는 데 있다. 따라

서 개인의 행동 변화, 곧 친환경 행동이야말로 환경 문제의 해결에 필수

이다. 

1)자연은 단독 개념이고 환경은 계  개념(정 연, 2002)이므로 ‘친자연 ’

이라는 말을 써야하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자연을 엄 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친환경 ’이라는 말을 그 로 사용한다. 이후에도 자연 신 용  표 인 

환경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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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행동은 기본 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

의 질을 리기 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되 미래세 의 욕구를 

해치지 않도록 자연의 자정능력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쓰

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원과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유엔환경계획 UNEP, 2005). 

친환경 행동이 개인의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기 으로 여겨

지면서 몇 가지 공통된 행동들을 친환경 행동 지표로 사용해왔다. 

친환경 행동을 경험 으로 검토하기 해 사용한 지표들을 정리하면 

자원 약, 에 지 약, 환경 보호 활동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 검토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일수록, 소득이 많을수

록,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더 친환경 이라고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은 소비의 성격을 구분하여 반 하고 있

지만 소비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더 나은 소비를 함으로

써 상 인 환경 부하를 개선하는 데만 주목할 뿐 소비의 규모를 

이거나 아  소비를 하지 않아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은 헤아

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친환경 소비 소

양(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친환경 소비 소양이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지

식이 있고,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마음을 쓰고(정서), 지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소비 계획을 구상하여 소비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소비 소양에는 두 가지 수 이 있다. 더 나은 소비를 

통한 환경 부하 개선이라는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과 아  소비를 

하지 않아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이 

있다. 그러나 지 의 친환경 행동 지표는 소비 규모를 염두에 두지 

않은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만을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 규모

를 반 하지 않는 재의 친환경 행동 지표는 개인의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데 부 합하다. 

이 논문의 목 은 친환경 소비 소양을 반 한 친환경 행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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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구체 으로 첫째, 친환경 행동의 

정의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기존 친환경 행동 지표를 검토

한 후 지표의 한계  문제 을 도출한다. 셋째, 소양, 환경 소양의 

개념을 확  발 시켜 친환경 소비 소양의 개념을 정의한다. 넷째, 

친환경 소비 소양을 용한 친환경 행동 지표를 개발한다. 마지막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여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기존 지표와 새 지표로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지 검증

할 것이다. 

2.연구의 필요성

 친환경 행동이 환경 문제 해결을 해 필수 인 시민의 덕목

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 까지 친환경 행동과 련한 연구는 친

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치 해 왔다(박진홍과 박

희제, 2012).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몇 가지 친환경 행동이 목표로 설

정되었고 조  더 긴 한 설명력을 가진 요인들(지식, 정서, 태도, 의

도)을 악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기춘 외, 1999; 이용기 

외, 2010, 유두련, 2012; 박희제 외, 2008; 최 정 외, 2000; 이양수, 

2009; Robert, 1996; Kaiser, 1998; Van Lier와 Dunlap, 1981; Scott 외; 

1991; Cottrell, 2003; Holbert, 2003). 여러 요인들과 행동의 인과 계

에 한 심은 친환경 행동이 환경 부담을 여 결과 으로 환경에 

이로움을 가져다  것이라는 것을 제한다. 그 다면 친환경 행동

이 환경에 미치는 실질 인 향에 한 심은 필수 이다. 하지만 

재 친환경 행동과 련된 연구는 친환경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력의 에서 분석되지 않고 있고 있다.

즉, 무엇을 소비를 하는가에 해서만 심을 가졌을 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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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하는가에 해 주목하지 못했다.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

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지표는 친환경 행동에 한 왜곡된 정의로 

이어졌다. 친환경 물품 구매력이 곧 친환경 행동의 표 지표로 사

용돼 소  말하는 그린소비자(green consumers)가 곧 친환경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연구들이 늘고 있는 것이 한 이다(김성균, 

1997; Kim 외, 2008; 이일한 외, 2009). 소비규모가 반 되지 않은 친

환경 행동 평가는 친환경 행동에 한 불명확한 기  제시로 나르시

시즘  친환경 행동, 그린워싱(greenwashing)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친환경 행동은 실천에 따른 수고로움이 은 부담 행동과 

습 을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고부담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Diekmann과 PreisendÖrfer, 1998). 나르시시즘  친환경 행동이란 수

고로움이 큰 고부담 행동은 하지 않고 부담 행동만을 하면서도 환

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는 자기만족  실천을 말

한다. 이러한 손 쉬운 몇 가지 행동 실천은 자신이 친환경 이라는

‘알리바이’역할을 한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 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존의 

환경 괴  운  방식을 포기 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친화  이미지

를 심어주기 해 고나 정책 활동을 활용하는 행 를 말한다( 니

얼골먼, 2009).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이

미지를 덮어 쓴 개인은 실제 환경에 미치는 향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친환경 인척 자신이나 타인을 기만하게 된다.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할 친환경 소비 소양의 정의에 따르면 

재의 친환경 행동 지표는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주의하는지를 측정

하는 약한 수 의 소양만이 반 되어 있다. 를 들어 지 의 친환

경 지표에 의하면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소비와 환경과

의 계를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는 가에 주의하여 친

환경 물품 구매를 통해 소비와 환경 향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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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친환경 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얼마나 소비하

고 있는지에 주의하며 소비 자체를 이려는 노력하는 강한 소양은 

친환경 행동 지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측정하는 새로운 친환경 행동 

지표가 필요하다. 소비 규모에 근거한 친환경 행동 지표는 소비와 

환경과의 계를 재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무엇이 진정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단할 명확한 기 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

어 친환경 행동이 의도와 다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왜곡을 이고 환경에 최 한의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

울 것이다. 

3.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 은 친환경 소비 소양 개념을 고안하고 개념을 

반 한 친환경 행동 지표를 개발한 후 새로운 지표로 설문조사를 실

시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문헌 연구를 통해 친환경 행동 단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지표를 

검토하고 한계  문제 을 도출하 다. 한편 소양, 환경 소양의 개

념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인 친환경 소비 소양의 정의를 이끌

어냈다. 문헌 검토 결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존 지표를 선정

하 고 여기에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반 한 지표를 더해 새로운 

친환경 행동 지표를 개발하 다.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본격 인 설문 조

사에 들어가기 앞서 일반 시민을 상으로 사  설문조사(Pilot test)

를 실시하여 설문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설문 상을 성, 소득 수 , 교육 

수 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할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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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해 서울시 29개 구를 소득 분 에 따라 나 어 가장 소득이 

높은 구, 간 수 의 구, 가장 소득이 낮은 구 3개를 선정하 다. 2) 

이 후 선정된 각 구별로 성별, 연령별3) 구성비에 따라 인구를 할당

하 고 각 구청, 아 트 단지 근처 까페, 공원, 경로당 등에서 연구

자가 직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해 성, 소득 수 , 교육 수 을 독립 

변수로 두고 기존 지표와 새 지표를 각각 종속 변수로 두어 두 결과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 도구로 SPSS 18.0을 이용하 다. 다음 <그림 1>은 연구의 

흐름을 요약한 것이다. 

2) 소득 수 과 교육 수 은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교육 수 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았다.  

3)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 외에 연령과 가족 수 한 친환경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 단해 통제를 해 함께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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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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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고찰 

   

1.친환경 행동

1) 친환경 행동의 정의

 

유엔환경계획(UNEP, 2005)은 친환경 행동은 기본 인 삶의 욕

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리기 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되 미래세 의 욕구를 해치지 않도록 자연의 자정능력을 과

하지 않는 범  내에서 쓰 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원과 유해

한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텍과 블

(Steg과Vleg, 2009)은 친환경 행동이란 가능한 한 환경에 최소한의 

해를 끼치고 나아가 환경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뜻한다고 말한다. 

스턴(Stern, 2000)은 친환경 행동이라는 용어 신 ‘환경 으로 

요한 행동(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이라는 개념을 제

시한다. 환경 으로 요한 행동이란 환경에 미치는 향의 에

서 보면 환경으로부터 얻는 자원과 에 지의 이용가능성을 변화시키

고 생태계와 생물권의 구조와 다이나믹스를 바꾸는 정도에 따라 정

의될 수 있으며, 의도의 에서 환경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기 

한 행동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친환경 행동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는 환경 행동

(Environmental Behavior),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행동

(Environmentally-Sustainable Behavior), 환경 친화  행동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 책임 있는 환경 행동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건 한 환경 행동(Sound 

Environmental Behavior), 친생태  행동(Pro-Ecological Behavior), 환

경 행동(Environmental Action), 환경 문제 해결 행동(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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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olving Behavior) 등이 있다(Thøgersen 와 Olander, 2002; 

Hungerford와 Peyton, 1980 재인용; 남상 , 1999 재인용).

2) 친환경 행동의 유형

헝거포드와 페이톤(Hungerford와 Peyton, 1980)은 책임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이라는 개념 하에 친환경 행동

의 구성 요소 6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 운동(Consumerism)’은 환경 해 상품의 불매 운

동, 상품과 서비스의 환경 보  이용을 말한다. 나아가 

기업의 환경 친화  경 을 목표로 개인 는 집단 수 에

서 경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생태 리(Ecomanagement)’ 는 ‘물리  개입(Physical 

intervention)’은 생태계를 유지·개선하기 해 식목, 조경

활동을 하거나 쓰 기 기, 재활용 등의 환경정화  

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설득(Persuasion)’은 토론, 연설, 편지쓰기, 홍보 활동을 

통해 환경에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상 방의 동기를 유발

시키는 행동이다. 

넷째, ‘법  행 (Legal Action)’는 쟁 에 한 해결책을 찾고자 

소송, 명령, 재 청구 등의 법  체계를 활용하는 행 를 

말한다. 

다섯째, ‘정치  행 (Political Action)’는 로비활동, 투표, 후보자 

지원의 형태로 환경에 우호 인 행 를 하는 사람들을 지

지하거나 정부기 에 압력을 가하는 행 를 말한다. 

여섯째,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서 이는 의 5 가지 유형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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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환경 행동 유형은 여러 논문들에서 친환경 행동 지표의 이

론 틀로 활용되어왔다(Van Liere와 Dunlap, 1981; Sivek, 1989; 박진희와 

장남기, 1996; 이슬기, 2007; 남상 , 1999 재인용; Roth, 1992 재인용). 

그러나 ‘생태 리  물리  개입’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시민활동  

정치참여 형태를 세분화한 것으로 일상  행동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 헝거포드는 ‘책임있는 환경 행동’이 환경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 는데, 이에 따라 헝거포드의 이론 틀은 행동 변화

를 목표로 ‘책임있는 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변수를 탐구하는 데 

집 하게 된다. 행동을 진하거나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밝 내는 연

구가 진행되었고 지식-태도-행동 모델에 이어 이를 발 시킨 복잡한 인

과 계를 설명하는 행동 모델의 개발에 기여하 다(Heines 외, 1986). 그

러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 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

지는지 여부만을 악하는 연구는 선택된 친환경 행동이 실제 환경에 미

치는 향에 해 고려하지 못했다.

스턴(Stern, 1997)은 ‘환경 으로 요한 행동’이라는 개념을 제

시하며 환경에 미치는 향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환경 으로 요한 행동’에 한 정의는‘의도를 염두에 둔 

(Intend-Oriented)’ 정의와‘ 향을 염두에 둔(Impact-Oriented)’ 정의

로 구분된다. 친환경  의도가 실제로는 환경 으로 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데 실패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환경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를 단하기 해서는 향을 염두에 둔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

다. ‘ 향을 염두에 둔 환경 으로 요한 행동’은 향이 큰 것과 작

은 것, 직 인 것과 간 인 것으로 구분된다.  

행동이 실천되는 역의 에서‘환경 으로 요한 행동’은 

공  역과 사  역, 조직 역으로 나뉜다. 공  역은 다시 시

에 참여하거나 을 기고하는 등의 극  행동과 환경세와 같은 환경 

정책을 옹호하는 소극  행동으로 나뉜다. 공  의 행동은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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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턴(2000)의 환경 으로 요한 행동 재구성 

역  유형 성격 시

의도 

는 

향을 

염두에 

둔 

행동

공  

역

환경 운동 참여 극
- 시

- 항의 

환경 운동 지지 

(환경 시민권)
소극

- 기고, 시민 단체 가입

- 환경 규제 정책 옹호

- 환경세 옹호

사  

역 소비자 행동

구매

- 고효율 자동차 

- 환경에 부담을 덜 주

는 여행

- 친환경 물품 구매

(유기농, 재활용품) 

사용

- 냉·난방기 정온도

유지

- 교통이용

처분 - 재활용

조직 

역
조직 내 결정 -

- 친환경  제조 공정 

채택

- 공장과 회사 건물 내 

친환경 제도 수립

지만 향이 크다고 덧붙인다. 사  역은 소비자 행동이 구매, 사용, 

처분으로 세분화된다. 사 역의 행동은 직 이지만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향이 작으므로 어느 정도 크기의 집합체가 되어야 효력을 

낼 수 있다. 조직 역은 조직의 결정권자로서의 개인이 친환경  제조 

공정을 채택하거나 공장과 회사 건물 내 친환경 제도를 수립하여 환경에 

정  향을 미치는 행동을 말한다. 조직 의 행동은 직 이고 

가장 향력이 큰 행동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스턴의 정의는 친환경 행동의 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치우쳤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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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지표
사회인구학

 특성

Scott 

and  

Willits, 

- 환경 단체 참여(자원 사/강연/정기구독)

- 친환경 물품 구매(환경 으로 덜 유해한 

  상품/재활용 가능 용기 상품)

- 정치 참여(정치인의 환경이슈 지지 확인/

여성, 

고소득, 

고학력

<표 2> 기존 논문들의 친환경 행동 지표

 연구와는 달리 친환경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의 크기에 심을 

가졌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부 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공 , 

사 , 조직 역 수 의 분류에 머물 다는 과 환경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고려해 친환경 행동들을 선별하여 경험 으로 검증 하지 않았다

는 한계가 있다. 한 엄 히 말해 환경 규제 정책  환경세 옹호는 행

동이라기보다는 의도에 가깝다는 에서 행동 시에서 배제해야 한다.

2. 친환경 행동 지표

친환경 행동 연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조작  정의 하에서 친환

경 행동을 평가해왔다. 친환경 행동의 경험  검토에 주로 활용되고 있

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행동 지표 검토  평가 

친환경 행동에 한 이론  토 가 확립된 후 결정 요인을 밝히기 

한 실증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유형의 친환경 행동들이 선택되었

다. 기존 논문들에서 사용한 친환경 행동 지표는 <표 2>와 같다. 더불어 

연구자가 선택한 지표를 사용하 을 때 더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인구학  특성을 함께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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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탄원서) 

Cottrell, 

2003

- 환경 단체 참여(자원 사/강연/정기 구독)

- 친환경 물품 구매(환경 으로 덜 유해한 

  상품/재활용 가능 용기 상품)

- 정치참여(정치인의 환경이슈 지지 확인/탄

원서)

여성, 

고소득, 

고학력

Steel, 

1996

- 재활용(분리배출)

- 자가용 자제

- 유해물질 상품 불매(살충제/에어로졸 스

이) 

- 친환경 물품 구매(환경 으로 건 한 상

  품/재활용 가능 용기 상품/재생 용지)

- 스티로폼 용기 사용 자제

- 처분(퇴비화)

- 물 약

- 에 지 약

- 환경 단체 참여(활동)

여성, 

고학력

Holbert 

외, 2003

- 친환경 물품 구매(에 지 고효율 상품/재

  생용지 포장 상품)

- 재활용(분리배출)

여성, 

고학력

Van 

Liere 

and 

Dunlap, 

1981

- 유해 물질 상품 불매(인산염 세제/에어로

  졸 스 이/환경 으로 유해한 물품)

- 재활용(분리배출)

- 에 지 약(온도조 /소등)

- 자가용 자제

여성, 

고소득

Dietz, 

1998

- 재활용(분리배출)

- 친환경 물품 구매(유기농 과일, 채소)

- 자가용 자제

- 육식 자제

- 환경 단체 참여(가입/서명/기부/시 )

여성, 

고소득

Tucker, 

1981

- 친환경 물품 구매(재활용 가능 용기 상품)

- 유해 물질 상품 불매(인산염 세제)

고학력, 

고소득

Balder - 에 지 약(소비 이기/단열) 고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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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n, 

1988

- 친환경 물품 구매

- 자가용 자제
고소득

박진홍 

외, 2012

(KGSS문

항 이용)

- 재활용(분리배출)

- 친환경 물품 구매(유기농 과일, 채소)

- 에 지 약(연료)

- 물 약  재사용 

- 환경  이유로 특정 상품 불매

여성, 

고학력

박희제 

외, 2008

- 물 약

- 에 지 약

-  교통 이용

- 친환경 물품 구매(환경 으로 이로운 

  상품/유기농제품)

- 재활용(분리배출)

- 환경 단체 참여(가입/서명/기부/시 /자원 

사/강연) 

고소득 

박운아와 

이기춘, 

1995

- 친환경 물품 구매(환경 으로 덜 유해한 

  상품/재생용품)

- 사용( 약  사용, 환경/타인배려 사용)

- 처분(재활용=분리배출)

고학력

환경 문제에 한 각 국가  세계의 심이 커져감에 따라 여러 

사회 조사에서는 친환경 행동 조사를 통해 친환경 정도를 단하고 있

다. 표 인 사회 조사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종합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는 1972년부터 지 까지 

사회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조사이다. 설문은 무작 로 선정된 18세 이상의 성인과 90분간 직  

면담으로 진행된다.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1979, 1981, 1992년 제

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재는 2년에 한 번 조사가 시행되고 있

다. 종교(신), 인종, 성, 정부, 환경 등에 한 태도와 행동에 한 핵심 

질문과 기후 변화와 같은 특별한 사회  심사에 한 추가 질문을 포

함하고 있다. 1972년부터 재까지 핵심 질문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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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사 친환경 행동 지표

종합사회조사(GSS, 2011)

- 재활용(분리배출)

- 친환경 물품 구매(유기농 과일, 채소)

- 자가용 자제

- 육식 자제

<표 3> 사회 조사에 활용된 친환경 행동 지표

며 나이, 성별, 인종, 출신지(도시/농 ) 등의 인구학  정보도 수집 된다.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는 미국

의 GSS( General Social Survey), 독일의 ALLBUS (Allgemeinen 

Bevolkerungsumfragen der Socialwissenschaften),  국의 BSA(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로 각각 진행되던 사회조사를 1984년부터 공동으

로 수행하면서 시작된 사회조사 로그램으로 재까지 48개국이 참여하

고 있다.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SS)와 많은 질문을 공유하고 있으며 친

환경 행동에 한 질문 한 유사하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사회조사(ISP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질문은 동일하다.

세계가치 조사(WVS, World Value Survey)는 세계 각 국의 사람들

의 삶과 가치 의 변화를 조사하는 로그램이다.4) 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10 총 6번에 걸쳐 100여 개국

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삶/가치 , 환경,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 등이다. 

각 설문 조사에서 친환경 행동으로 선택한 지표는 스턴(Stern, 

2000)이 유형화한 친환경 행동을 부분 반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4) 유럽은 유럽 가치  조사(EVS, European Value Survey)를 따로 실시하고 있

으며 국제사회조사(ISSP)를 담당하는 기 이 자료를 리한다.세계가치 조사

(WVS) 는 유럽가치 조사(EVS)둘 하나만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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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단체 참여(가입/서명/기부/시 )

국제사회조사(ISSP, 201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1)

- 재활용(분리배출)

- 친환경 물품 구매(유기농 과일, 채소)

- 자가용 자제

- 에 지 약(연료)

- 물 약  재사용

- 환경  이유로 특정상품 불매

- 환경 단체 참여(가입/서명/기부/시 )

세계 가치  조사(WVS, 

2010)

- 재활용(분리배출)

- 친환경 물품 구매

- 물 약

- 환경 단체 참여(서명/기부)

<표 4> 친환경 행동 지표 분류

유형 지표

자원 약 

구매 

- 고 구매

- 과  포장 상품 구매하지 않기

- 리필 제품 구매하기

- 고효율 제품 구매

- 유기농/로컬 농산물/무독 상품 구매하기

사용

- 물 약  재사용

- 세제, 샴푸 게 사용하기

- 이면지 사용하기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비닐 투 사용 

지 까지 살펴본 논문들과 그 외 친환경 행동 지표를 사용한 논문

들(Laroche 외, 2001; Thøgersen and Olander, 2002; Kim, 2004; Mark, 

2005; 이용기 외, 2010; 이기춘 외, 1999; 이슬기, 2007; 이청화, 2010)을 

종합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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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처분 - 재활용(분리배출) 

에 지 약 

- 교통 이용하기(자 거 타기, 자가용 자제)

- 가정 에 지 연료 약(불 끄기, 냉·난방기 정온

  도 유지하기, 멀티탭 끄기)

-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이기

환경보호 활동 

 지지 

- 환경 단체 가입/서명/기부/시  

- 투표

2) 친환경 행동 지표의 한계  문제

흥미롭게도 의 지표들을 사용한 논문들에서는 친환경  행

동을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인구사회학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Van Liere 

와 Dunlap, 1981; Dietz, 1998; 노정구, 1995; Holbert 외, 2003; 박진

홍 외, 2012; Cottrell, 2003; Steel, 1996; Scott and Willits, 1991). 둘

째, 교육수 이 높을수록 더 친환경  행동을 한다(Tucker, 1981; 

Balder jahn, 1988; Ostman과 Parker, 1987; 박운아와 이기춘, 1995; 

노정구, 1995; Holbert 외, 2003; 박진홍 외, 2012; Cottrell, 2003; 

Steel, 1996; Scott and Willits, 1991). 마지막으로 소득수 이 높을수

록 더 친환경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박희제 외, 2008; Van Liere 

와 Dunlap, 1981; Dietz 1998; Cottrell, 2003; Scott and Willits, 1991). 

과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여성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더 친환경 이라고 할 수 있을까? 친환경 행

동이란 환경에 가능한 한 ‘ 은 해를 끼치면서’자원과 에 지를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에서는 

개별 소비 행 의 친환경성은 단하면서도 개별 소비의 총합인 소

비규모에 따른 환경 향은 살피지 않고 있다. 여성, 소득이 많고,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의 소비 규모는 어떨까?　소비의 규모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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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비와 환경의 계

할 경우 선행 연구의 발견들은 여 히 유의미하게 유지될 수 있을

까? 

소비는 환경문제에 있어 핵심이다.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

이 크다는 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데 있어 개별 

소비 행 의 친환경성은 물론 소비의 규모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

다. 따라서 소비 규모가 반 되지 않은 재의 친환경 행동 지표가 

개인의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데 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여성, 

소득이 많고,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경 이라는 결론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3.친환경 소비 소양

1) 등장 배경

지 까지 친환경 행동 지표가 친환경 정도를 단하는 제 로 된 

척도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먼  친환경 행동 지표는 소비와 환경의 연결고리를 극 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을 들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소비와 환경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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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추출된 자원은 자본재와 소비재로 가공되고, 소비재는 재

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인간에게 제공( 달)된다. 인간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한 후 용도가 다하면 폐기한다(정 연, 2005). 일련의 생산, 

소비, 처분 행 를 거듭하는 동안 환경 부하는  증가한다. 요한 

것은 생산과 처분 모두 인간의 소비 욕구에 의해 내용과 양이 결정된다

는 것이다. 생산의 궁극  목 은 인간에 의한 소비이다. 따라서 생산의 

내용물, 생산 양식, 생산량의 증감을 유도하는 것도 곧 소비이다. 즉 소

비가 자원추출, 공정, 유통 과정의 환경 부하를 발생시키는 간  원천

임을 말한다. 처분 과정 한 다르지 않다. 소비의 내용물, 소비 양식, 

규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며 때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소비 행 가 

처분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처럼 독립 으로 보이는 각 과

정들이 사실은 인간의 의식주를 한 소비 활동의 향을 받고 있음은 

환경과 소비 사이에 강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턴(Stern, 1997)은 소비란 인간에 의한 자원과 에 지의 변형으

로, 미래 세 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 지를 고갈시키고, 생물권계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며, 인간의 건강, 복지, 그 외 인간이 가치롭게 여

기는 것들을 한다는 에서 소비는 환경에 요한 개념이라고 설명

한다. 게다가 소비가 자원과 에 지의 변형을 낳는 것을 고려할 때, 소

비의 결과가 환경 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음

을 들어 소비의 ‘환경 ’ 향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ption)이라는 말은 사족(Redundancy)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 

모든 환경 향의 60 로 이상을 가정의 소비가 차지하고 이 향의 80

로가 최종 소비(end use) 단계에서 발생한다(유엔환경계획, 2010). 이처

럼 소비는 환경 문제와 불가분의 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의 친환경 행동 지표는 소비의 환경 향을 소극 으로 반 하고 있다. 

소극 이라는 의미는 더 나은 소비를 통한 환경 부하 개선만을 가정할 

뿐 아  소비를 하지 않아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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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개인이 구매를 자제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정의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소

비자란 사회에서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Swagler, 1979)로 

정의된다. 소비자는 만족할 만한 품질  서비스를 정한 가격으로 공

받아 다양한 종류의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 International, 1980).5) 이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합리 인 상품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 인 상품  서비스

가 없는 경우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며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 한 다

양하며 그 이유가 환경에 한 마음 일 수도 있다.

게다가 소비자는 그들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향과 상품을 소

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환경 보존이 갈등 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생태학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국제소비자기구, 1980). 자신의 선택

이 낳을 환경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선

택할 수 있는 권리란 환경을 고려해 ‘소비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주권, 즉 소비자의 선호로 상품과 서

비스의 생산을 결정할 수 있는 힘(William Harold Hutt, 1936)이 있다. 이

는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에 가지는 향력과 환경에 미치는 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에 따르는 직·간  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 주권을 발휘해 ‘더 나은 선택’과 더불어 ‘소비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개념이 

이와 같이 재정의 될 때 친환경성를 단하는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친

환경 행동 지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5) 원래 이름은 국제소비자연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s)이었으나 1995년 국제소비자기구로 명칭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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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 까지 친환경 행동과 련한 연구가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만 심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박진홍

과 박희제, 2012). 환경 문제를 래한 인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열

쇠 한 쥐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어떤 개인  는 사회  특

성들이 친환경 행동의 결정 요인일까’ 는 ‘환경 문제에 해 인식하

는 것과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 배려하려는 태도  환경에 정 인 

는 부담을 더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와 같은 

물음들이 이어졌고 다양한 인과 계들이 밝 졌다(이기춘 외, 1999; 이용

기 외, 2010, 유두련, 2012; 박희제 외, 2008; 최 정 외, 2000; 이양수, 

2009; Roberts, 1996; Kaiser, 1998; Van Lier와 Dunlap, 1981; Scott 외; 

1991; Cottrell, 2003; Holbert, 2003).

하지만 이는 친환경 행동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친환

경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 구성이 제 로 되어 있는가를 비 으로 검토

하기보다는 기존 지표들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직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몇 가지 친환경 행동이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기 으로 설정되었고 행동을 측할 수 있는 는 방해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한 연구들만이 수행되었다. 

 사람들의 신념, 동기 등에 을 맞춘 ‘의도를 염두에 둔’ 정

의는 친환경 행동으로 선택된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고자 할 때 채택해

야하고, 환경에 가시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악하여 환경 

부담을 이는 것을 략 으로 공략하고자 한다면 ‘ 향을 염두에 

둔’정의를 채택해야 한다(Stern, 2000). 그러나 지 까지 연구가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 집 되면서 친환경 행동이라 불리는 행동이 야

기하는 실질  환경 향에 주목하지 못했다. 

여러 요인과 행동의 인과 계에 한 심은 친환경 행동이 환경 

부담을 여 결과 으로 환경에 이로움을 가져다  것이라는 것을 제

한다. 그 다면 행동의 결과가 실제로 환경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향

을 미치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지표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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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재 친환경 행동 지표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요성을 인지하

여 소비 행 를 친환경 행동의 측정에 반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자신의 

소비로 인한 환경 부담을 이고자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세제를 구

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친환경 상품이더라도 그 소비 규

모가 매우 크다면 우리는 어떠한 단을 내릴 수 있을까? 따라서 개별 

소비 행 를 통해 환경 부담을 개선하는 정도의 향뿐 아니라 소비 규

모를 측정해 총량 인 에서의 환경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지 까지 친환경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의 크기는 심 밖의 

문제 다.

환경 향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는 친환경 행동에 한 왜곡된 인

식으로 이어졌다. 친환경 물품 구매력이 곧 친환경 행동의 표 지표로 

사용돼 그린소비자가 곧 친환경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연구들

이 늘고 있는 것이 한 이다(김성균, 1997; Kim, Yeon Shin 외, 2008; 이

일한 외, 2009). 

소비규모가 반 되지 않은 친환경 행동 평가는 친환경 행동에 

한 불명확한 기  제시로 몇 가지 손 쉬운 행 만을 실천하고 자기 만족

에 이르는 나르시스트  친환경 행동에 머무르게 하거나, 기업의 소비 

진 략인 그린워시의 먹잇감으로 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서

선 , 2010). 따라서 의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친환경 소비 소양 개념

을 제안한다. 

2) 정의

(1) 소양(Literacy)

친환경 소비 소양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리터러시6)(Literacy)

에 한 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터러시(Literacy)는 읽고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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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가장 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쓰임이 확장되기 시작하여 과학 소양(Science Literature), 환경 소양

(Environmental Literacy), 미디어 소양(Media Literacy), 이낸셜 소양

(Financial Literacy)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양은 

화자나 청자, 발화 치 등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어구(Deictic)로, 맥락 

속에서 악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키피디아, 2013). 

(2) 환경 소양(Environmental Literacy)

여러 가지 소양 에서도 친환경 소비 소양과 가장 유사한 개념인 

환경 소양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8년 로스(Roth)

에 의해 환경 소양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 다. 이후 개념

의 구성 요소인 지식, 태도, 기능 등이 환경 교육 분야에서 처음 언 되

기 시작하 는데, 베오그라드 헌장(UNESCO/UNEP, 1975)과 트빌리시 선

언(UNESCO/UNEP, 1978)이 환경 소양 개념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

기가 되었다(진옥화 외, 2005). 베오그라드 헌장은 환경과 그와 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심을 가지며 환경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방을 

해 지식, 기능, 태도, 동기, 책임 등을 갖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환경 

교육의 목 이라고 선언하 다. 이어 트빌리시 선언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여 환경 교육의 5가지 목표를 범주화하 다.

1) 인식(Awareness): 개인과 사회 집단이 환경과 그와 련된 문제

에 해 인지하고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 지식(Knowledge): 개인과 사회 집단이 환경과 그와 련된 문제

에 한 기본 인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태도(Attitude): 개인과 사회 집단이 환경을 고려하는 가치 과 

6) 어원인 Literacy는 ‘소양’과는 의미에 차이가 있으므로 리터러시를 그 로 

사용한다. 



- 32 -

정서를 확립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데 극 으로 참여

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돕는다.

4) 역량7)(Skills): 개인과 사회 집단이 환경 문제를 규명하여 해결하

기 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5) 참여(Participation): 개인과 사회 집단이 환경 문제의 해결을 

해 일할 때 모든 수 에서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 교육계에서는 본격 으로 환경 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

경 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시민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소양인’

을 기르는 것을 환경 교육의 목 으로 삼기에 이른다. 환경 소양인은 환

경 문제  환경 쟁 에 한 지식, 역량, 환경을 고려하는 가치 과 태

도를 가지고 있다. 한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을 의미한다(Volk와 McBeth, 1998). 이 외에도 환경소양에 한 논의

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환경 소양에 한 명확한 정의와 구성요소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 논의되고 있는 

환경 소양의 구성요소를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단되는 마르친코 스

키(Roth, 1992 재인용), 슈와 로스(Hsu와 Roth, 1998)와 로스(Roth, 1992)

의 정의를 상호 보완해 환경 소양 개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마르친코 스키Roth, 1992 재인용)는 환경 소양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1) 환경에 한 인식과 감수성

2) 자연을 존 하는 태도와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향에 한 

심

7) ‘skill’은 보통 ‘기능’으로, ‘capability’는 ‘역량’으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역량’의 사  의미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환경소양 에서의 skill은 어떤 문제를 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역량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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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시스템과 자연계가 향을 주고 받는 방식과 자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

4) 환경문제 는 쟁 에 한 정보를 주어진 자료를 사용해 분석, 

종합, 평가하고 개인의 가치 과 확신에 따라 문제 는 쟁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5) 환경문제 는 쟁 을 개인 으로 는 여럿이 해결하고자 하

는 동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시간  투자를 하려는 마

음

6) 환경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필요한 략에 한 지식

7) 환경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세운 략과 계획을 발

시켜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8) 환경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일할 때 모든 수 에 극

으로 참여 

슈와 로스(Hsu와 Roth, 1998)는 마르친코 스키(Roth, 1992 재인용)

의 ‘5) 환경문제 는 쟁 을 개인 으로 는 여럿이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시간  투자를 하려는 마음’을 환경문

제와 쟁 을 방하고 해결하려는 ‘용의(willingness)’라고 표 하고 있

다. 로스(Roth, 1992)는 서로 다른 단어로 표 되고 있는 구성요소를 비

슷한 요소끼리 묶어 지식, 역량, 정서(환경감수성, 태도, 가치 ), 행동(재

정 ·시간  투자와 책임감8), 능동  참여)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따라서 마르친코 스키(Roth, 1992 재인용)의 구성요소를 로스(Roth, 

1992)가 제시한 구조 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8) 책임감은 행동보다는 정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로스(Roth, 1992)의 분류를 따

르지 않고 정서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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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환경감수성

, 태도, 

가치 , 

용의)

1) 환경에 한 인식과 감수성

2) 자연을 존 하는 태도와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향

에 한 심

5) 환경 문제 는 쟁 을 개인 으로 는 여럿이 해

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시

간  투자를 하려는 마음

지식

3) 사회 시스템과 자연계가 향을 주고받는 방식과 자

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

6) 환경 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필요한 략에 

한 지식

역량

4) 환경 문제 는 쟁 에 한 정보를 주어진 자료를 

사용해 분석, 종합, 평가하고 개인의 가치 과 확신

에 따라 문제 는 쟁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7) 환경 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세운 략과 

계획을 발 시켜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능

력

행동

(재정 ·시

간  투자, 

참여)

8) 환경 문제 는 쟁 을 해결하기 해 일할 때 모든 

수 에 극 으로 참여 

<표 5> 마르친코 스키와 로스의 환경 소양

 

따라서 환경 소양은 정서, 지식, 역량,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리터러시(Literacy)가 가진 읽고 쓸  아

는 능력이라는 정의를 잘 반 하고 있다. 먼  ‘읽고’ ‘쓸  아는’ 

‘능력’은 환경소양의 환경문제 는 쟁 에 한 정보를 자료에서 

‘읽어내’ 계획한 략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역량)‘과 상통한

다. 한 읽고 쓸  아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을 써내려가는 것을 ’ 찰‘하는 것을 통해서만 단이 가

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 소양 한 환경에 해 느끼는 것(정서), 아

는 것(지식)이 ’ 찰 가능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야 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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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환경 소양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에 해 환경 

소양 개념 형성에 결정 인 향을 끼친 과학 소양을 연구한 샤모스

(Roth, 1992 재인용)는 과학에 한 소양이  없는 사람도, 완 히 소

양 있는 사람도 없으며 소양의 수 만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

다. 락캐슬(Rockcastle, 1989)은 환경소양은 완 한 무지 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충분한 이해와 심이라는 일련의 스펙트럼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책임감과 참여 한 무의식 인 부주의에서 고의  괴수

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로스(Roth, 1992) 한 환경 소양은 0 수 의 

소양부터 상당한 수 의 소양까지 연속선상에 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 고 이를 발 시켜 환경 소양을 세 수 으로 분류하 다. 

� 이름뿐인(Nominal) 환경 소양

� 실제 기능하는(Functional) 환경 소양

� 략 (Operational) 환경 소양

로스(Roth, 1992)는 각 수 의 특징을 환경 소양의 네 요소인 정서, 

지식, 역량, 행동의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 다. 요한 은 어떤 수 의 

환경 소양이든 네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환경 소양은 지식, 

정서, 역량의 서로 다른 넓이와 깊이가 극성의 정도가 다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요소도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름 뿐인 환경 소양은 자연계에 한 아주 기본 인 이해가 있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과 갈등을 감지하지만 쉽게 포착되는 환경 문제

에 처하는 정도의 행동만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 외 자신이 속한 

집단, 즉 가족, 학교, 조직에서 환경 보존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 해 조

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한다.   

실제 기능하는 환경 소양은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 계에 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인 향에 해 마음

을 쓰는 것을 말한다. 환경 문제와 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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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자각한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개인 으로 환경 보

호 활동 는 지원을 하기도 한다. 

략  환경 소양은 지식과 정서에 있어 실제 기능하는 환경 소양

의 수 을 넘으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스스로 수집

하여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음을 말한다. 한 환경을 건강하

게 만들기 한 극 인 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략  환경 소양의 

행동은 실제 기능하는 환경 소양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둘의 가

장 큰 차이는 환경을 고려하는 ‘마음의 습 ’이 얼마나 습 화된 행동

으로 나타나는가라고 말한다. 

(3) 친환경 소비 소양 

1800년  후반까지‘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은 사 9)에 없었

고, ‘일리터러시(Illiteracy)’이라는 용어가 ‘리터러시’라는 말 보다 

몇 백 년 먼  등장하 다. ‘환경 소양(Environmental Literacy)’이라는 

용어 한 ‘환경에 한 소양 없음(Environmental Illiteracy)’에 한 

언  이후에 등장하는 동일한 상이 이어졌다(Michaels and O’Connor, 

1990). 환경소양 용어가 등장한 1960-70년 는 런던 스모그 사건 이후 

국에 환경부가 신설되고 다른 유럽 국가  미국에서도 공해에 한 

심이 커져가던 시기이다. 이처럼 공해와 이후 이어진 환경 문제로 인

한 여러 부작용이 환경 소양이 있는 시민을 요구하게 다고 볼 수 있

다.

환경에 한 심이 커져감에 따라 이 에 제기된 환경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 으나 새로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리

고 지 의 환경문제의 심에는 소비가 있다.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규모는  확 되고 구매-사용-처분의 주기가 생태계에서 소화

할 수 있는 순환주기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소비 소양이 있는 

9)Oxford English Dictionary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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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친환경 

소비 소양이라는 용어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 

환경 소양을 참고해 친환경 소비 소양을 정의하고 개념을 발 시키고자 

한다.   

친환경 소비 소양이 있다는 것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지식이 있고,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마음을 쓰며(정서), 지

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소비 계획을 구상해 소비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친환경 소비 소양인은 

1. 소비와 환경과의 계를 이해하고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지식이 있다(지식). 

2.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주의한다(정서).

3. 얼마나 소비하는가에 주의한다(정서).

4. 소비와 환경과의 계에 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소비의사

결정에 반 할 수 있다(역량).

5. 기본  욕구  더 나은 삶의 질을 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시키는 동시에 환경 향을 이는 방향으로 소비 선택을 한다

(행동).

6. 환경에 최소한의 향을 끼치고자 기꺼이 소비를 인다(행동).

친환경 소비 소양은 지식, 정서, 역량, 행동 네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식, 정서, 역량, 행동의 정도에 따라 약한 친환경 소비 소

양과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으로 나  수 있다. 1-6까지 모든 요소를 가

지고 있는 경우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가졌다고 하며 3,6이 빠진 

1,2,4,5의 요소만을 갖춘 경우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가졌다고 한다.

친환경 소비 소양은 소양의 수 에 따라 약한 소비 소양(1 지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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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4 역량, 5 행동)과 강한 소비 소양(1 지식, 2/3 정서, 4 역량, 5/6 

행동)으로 나뉘지만 모든 수 의 소양에는 지식, 정서, 역량, 행동의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한 친환경 소비 소양의 수 은 지식, 정서, 역량이 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때에만 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친

환경 ‘행동’을 통해 친환경 소비 소양을 측정하 다.   

여기서 주목할 은 지 까지의 친환경 행동 지표는 ‘2.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주의’하여 ‘5. 환경 향을 이는 방향의 소비 선택을 

하는지’만을 평가해왔을 뿐‘3.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주의하는지’와 

‘6. 환경에 최소한의 향을 끼치고자 기꺼이 소비를 이는지’를 고

려하지 않았다. 즉, 3과 6이 빠진 약한 소비 소양만을 가져도 친환경

이라는 단을 내려왔다. 따라서 3과 6이 포함된 강한 소비 소양이 반

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 

Ⅲ.친환경 행동 지표 개발

1.지표 틀

친환경 행동의 지표 구성을 한 틀로 스턴(Stern, 2000)의 ‘환경

으로 요한 행동(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의 이론을 재

구성하 다. 스턴의 지표 틀은 크게 공 , 사 , 조직 역으로 나뉜다. 

개인의 친환경도를 정확히 단하기 해서는 역별로 각각의 지표를 

구성하여 개인이 각 역에서 어떠한 친환경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

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  역(환경 단체에 기부 는 시 )과 조직 역(회사

에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공정을 선택하는 행동)에서의 친환경 행동들



- 39 -

은 매우 극 인 형태의 친환경 행동으로 사  역에서의 소극 인 친

환경 행동과 동시에 찰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사  

역에서의 환경에 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  

역  조직 역으로까지 개인의 친환경 행동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1차 으로 사  역에서 친환경도를 단한 후 극성을 띈 개인들만을 

상으로 공   조직 역에서의 친환경 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하나의 연구 주제라할 수 있다. 

앞서 공  역의 친환경 행동 즉, 환경 단체에 기부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특징으로 인해 공  역의 

친환경 행동이 사  역의 친환경 행동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조하여 

의미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 없음을 지 한 바 있다(박희제 외, 2008). 

한 이 연구는 친환경 소비 소양을 반 한 지표 개발에 의의를 두고 있으

므로 스턴의 지표 틀  사  역만을 구체 으로 다루기로 한다.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 획득한 상품을 자신의 

복지와 효용증 를 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것을 처분

하는 것이다(이기춘 외, 1995). 스턴의 지표 틀  사  역은 소비자 

행동으로 구성되며 이 한 구매, 사용, 처분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들이 소비자 행동을 구매, 사용, 처분으로 나 어 

친환경도를 단하고 있어 그 구분을 그 로 따르기로 한다(박희제 외, 

1995; 이용기 외, 2010; 황은애 외, 2010; 유두련 외, 2012). 

이어서 구매, 사용, 처분 각 범주 별로 하  범주를 설정하 다. 

구매의 하  범주는 구매 자제, 자원 약형 구매, 탄소/ 공해 상품 

구매로 나뉜다. ‘구매 자제’는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해 추가한 새 

지표 틀로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지표의 한계

를 보완하여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측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환경부는「친환경 상품 구매 진에 한 법률」을 바탕으로 친환

경 상품이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는 서비스에 비하여 생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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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친

환경 제품의 구매는 자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 ‘자원 약형 구매’

와 유해물질 감에 기여하는 ‘ 탄소/ 공해 상품 구매’로 나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로 올라온 경우가 

없어 구분이 필요한 이유에 해 조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자원 약형 구매는 탄소/ 공해 상품 구매에 비해 구매 근성

이 좋지 않아 구매 선택이 수고롭다는 차이가 있다. 자원 약형 구매에

는 고 제품 구매, 리필 제품 구매, 과  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기가 

포함되고 탄소/ 공해 제품 구매에는 유기농 농산물 구매, 국산 농산

물 구매, 유해물질 감 제품 구매, 고효율 제품 구매가 속한다. 

고 제품은 오 라인 고 가게를 통해서 는 온라인에서 직거

래로 구매가 가능하다. 고는 일반 쇼핑몰에서 취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를 취 하는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야하는 수고가 들고, 

직거래의 경우 매자에 한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사기 는 상품

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험을 감수해야한다. 국민권익 원회에 따르면 

1,827건의 고거래 련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국민권익 원회 보

도자료, 2013.05.06.). 한 환경 부담을 이기 해 리필 제품의 필요성

이 계속 으로 주장되어왔음에도 기업의 이익 논리 속에 리필 제품은 마

 상품의 시 공간 뒤에 진열되어 찾기 쉽지 않고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KBS 9시 뉴스 , 2013.08.18). 과  포장 제품은 선물 세트인 

경우가 많은데 과  포장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고 과  포장 상

품을 사지 않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 좋게 

포장된 선물 세트를 피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SBS 

뉴스, 2013.09.03). 

이에 반해 유기농 는 국산 농산물 구매, 유해물질 감 제품(친

환경 세제, 표백하지 않은 화장지)구매는 환경 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상품의 구매를 선호한다.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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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에 힘입어 해당 상품이 소비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

품 선택은 더욱 쉬워졌다(동아일보, 2013. 10.14). 고효율 제품 한 정부

의 규제 강화와 홍보로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07.11). 게다가 궁극 으로는 기 요 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이윤이 구매 유인으로 작용한다(이투스뉴스, 2013.07.15.). 

따라서 자원 약형 제품 구매는 유해 물질 감 제품 구매에 비

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지 까지의 친환경 행동 지표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탄소/ 공해 상품 구매를 지표로 사용해왔다. 이는 친환경 제품 선택

의 다양한 동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기로 작용한 것과 그 외 

다른 동기들의 작용에 의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환경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건강이 더 큰 구매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련해 서선

(2010)은 친환경 상품의 표  소비 주체인 환경친화주부(에코맘, 

Eco-Mom)의 정체성을 연구했는데, 친환경 상품 소비가 환경에 한 

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돌아올 험 요소를 회피

하기 한 행동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빈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제품 선택에는 다양한 동기가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요인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친환경 행동은 건강

상의 이유, 경제  유인 외에 는 그와 더불어 환경에 한 고려가 

제된 행동이어야만 한다. 에서 살펴봤듯이 탄소/ 공해 상품 구매는 

자원 약형 구매에 비해 건강상의 이유, 경제  유인이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구매 선택이 비교  쉽다. 반면 자원 약형 구매는 여러 

가지 제약이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매 실천의 환경  동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둘을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의 하  범주는 자원 약형 사용과 에 지 약형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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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상품이란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친환경 

상품 한 재화와 서비스로 나  수 있다. 우리는 에 지를 내는 원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직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지 원

으로 만들어 낸 냉난방, 조명, 운송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에 지 서비

스를 이용한다. 즉 에 지는 자원의 이용과 분리해 서비스의 이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Gouveia 외, 2012). 따라서 친환경 상품 사용은

‘자원 약형 사용’과 ‘에 지(서비스) 약형 사용’ 두 개의 하  

범주로 구분하 다. 

처분은 환경부의 폐기물 리 방법인 4R 정책에 따라 원천 감량

(Reduce), 자원의 재이용(Reuse), 자원의 재활용(Recycle), 에 지 회수

(Recovery)의 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의 하  범주들

은 구매, 사용의 범주들과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궤를 같이 하는 

행 는 제외하 다. 원천 감량은 구매 자제와 같고, 자원의 재이용은 

고 물품 등을 구매하는 행 로 자원 약형 구매와 같다. 이외에 에 지 

회수는 개인 수 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행 이므로 제외하 다. 따라서 

처분은 자원 재활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디에크만과 라이센되르퍼(Diekmann and PreisendÖrfer, 1998)는 

친환경 행동을 고부담(High-cost) 행동과 부담(Low-cost) 행동으로 구

분하고 부담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신과 타

인에게 친환경 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알리바이 역(Alibi-area)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부담(Cost)이란 비용 지출, 시간의 할애, 불편함 

감수, 주 인 억제를 말한다. 이러한 부담은 제도와 인 라가 마련되

어 있는지와 행동이 가져다주는 추가 인 건강상의 이익 는 경제  이

익이 있는지에 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행동의 용이성이 달라진다. 따

라서 지표 선정의  하나의 틀로 행동의 용이성을 고려하 다. 

정리하면 친환경 행동을 1차 으로 구매, 사용, 처분으로 나 고 

각각을 하  범주로 구분한 후 마지막으로 고부담 행동인지 부담 행동

인지에 따라 재분류하여 지표 선정을 한 틀을 마련하 다. 



- 43 -

2.기존 지표 선정

각 하  범주 별로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지표를 분류하고 선

정하 다. 자원 약형 구매는 지표 틀 구성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했듯

이 지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 들을 실천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지 않

고 행 에 따른 건강상의 이익 는 경제  이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자원을 낭비하여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크게 작용할 

때에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 로 고부담 행동으로 분류하 다. 

자원 약형 구매의 구체 인 지표들로는 고 제품 구매, 리필 제품 구

매, 과  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기가 있다. 

탄소/ 공해 제품 구매 행 는 해당 상품의 구매가 수월한 환경

이 조성되어 있고 환경에 한 마음  외에도 가족의 건강, 경제  이윤 

등의 복합  동기가 작용해 나타날 수 있는 행 로 부담 행 로 분류

하 다. 구체  지표들로는 유기농 농산물 구매, 국산 농산물 구매, 유해

물질 감 제품 구매, 고효율 제품 구매가 있다. 여기서 국산 농산물 구

매는 로컬 푸드(Local food)의 리 지표로 우리나라는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가 완 히 분리되어 로컬 푸드의 범 를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로컬의 범 를 국내로 한정하 다.  

자원 약형 사용에는 고부담 행동과 부담 행동이 모두 나타난

다. 고부담 행동으로 분류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비닐 투 사용하

지 않기(장바구니 사용하기)는 편의를 포기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라는 

비용은 크고 환경을 고려하는 행동 실천으로 얻게 되는 건강상의 혜택이

나 경제  이윤이 크지 않다. 한편 이면지 사용, 물 약, 세제 는 샴

푸 게 사용하기는 비록 약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행

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에는 환경을 고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경제 인 

혜택을 고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동기를 구분하기 어

려워 부담 행동으로 분류하 다. 

에 지 약형 사용에는 자가용 자제,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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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  범주 지표 용이성 

구매

 

자원 약형 

구매

- 고 제품 구매

- 리필 제품 구매

- 과  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기

고부담

탄소/ 공

해 제품 구매

- 유기농 농산물 구매

- 국산 농산물 구매

- 유해물질 감 제품 구매

- 고효율 제품 구매

부담

사용

자원 약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비닐 투 사

용 않기)

고부담

- 이면지 사용

- 물 약

- 세제, 샴푸 게 사용

부담

에 지 약

- 자가용 자제

-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이기

- 멀티탭 끄기 는 러그 뽑기

고부담

처분 자원 재활용
- 음식물 쓰 기 퇴비화 고부담

- 분리 배출(재활용) 부담

<표 6> 선정된 기존 지표 

기, 멀티탭 끄기 는 러그 뽑기가 있다. 자가용 사용과 엘리베이터 

이용과 같은 이동의 편리함은 인에게 있어 매우 포기하기 어려운 습

이다. 따라서 편리함에 역행하는 습 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행 는 

표 인 고부담 행동으로 분류된다(Diekmann and PreisendÖrfer, 1998). 

멀티탭 끄기 는 러그 뽑기는 행동의 번거로움에 비해 경제  이윤이 

크지 않아 실천하기 어려운 고부담 행동에 해당한다. 

자원 재활용은 제도와 인 라 구축에 따라 행동의 용이성이 크게 

다르다. 도시에서의 퇴비화는 환경을 하는 강한 동기가 없이는 실천하

기 어려운 고부담 행동이다. 그에 반해 분리 배출은 1995년 쓰 기 종량

제가 실시된 이후 정착돼 모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존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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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 지표 개발

지 까지 친환경 행동 지표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향을 이는 방향의 소비 선택을 의미

했다.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가진 것만으로도 친환경 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편리함과 신속함에 한 무한한 욕구를 르고 

소비 자체를 이는 행동은 가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구의 부양능력이 크게 받고 있으며 자원 사용의 원천 감량

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소비

를 제외하고 쾌락을 한 소비는 환경을 고려하여 억제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친환경성을 단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친환

경 정도를 단하기 해‘구매 자제’에 해당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새 

지표는 소비 규모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이를 해 제가 가

능한 소비재의 종류를 악할 필요가 있다.  

소비 지출은 목 에 따라 필수 소비재에 한 지출과 선택  소비

재에 한 지출로 나뉜다. 생존을 하여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소비 지

출을 필수 소비 지출이라고 하며 기  지출이라고도 한다. 식료품비, 

주거비, 열·수도비가 이에 해당한다. 일단 기본  생존의 문제를 해

결하고 난 다음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소비 지출을 하는데 이를 선택  

소비재에 한 지출 는 비기  지출이라고 한다. 선택  소비재는 

자동차, 가 제품과 같은 내구 소비재와 의복, 장신구, 신발 등을 포함하

는 피복재, 미용, 교양·오락, 통신과 같은 문화 서비스재로 나  수 있

다. 이 외에 비경상 지출( 는 특별 지출)인 교육비, 의료비가 있다(기획

재정부(구 재정경제부), 2003).

구체  소비재 항목을 악하기 해 우리나라에서 가계  개인

의 소비 지출 황 악과 동향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가계 동향지수와 

소비자 동향지수의 소비재 자료를 참고하 다. 가계 동향지수는 가계의 

경제 상태  생활수 의 변동 상황을 악하기 하여 가계수입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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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조사한 것으로 국민의 생활수   소비생활 실태

를 악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가계 지출 항목은 식료품  비주류 음

료,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주거  수도 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미용 등)으로 이루어져있다(통계청, 2013b). 소비자동향지수란 장

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 망에 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하여 나타낸 지표로,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기 지수, 소비자신뢰지수, 소비자심리지수라고도 한다. 소

비재 항목으로는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교육비, 의료·보건비, 

교양·오락·문화비, 교통· 통신비가 있다.(한국은행, 2013)

소비재의 이론  분류 기 과 가계동향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의 

구체  소비 지출 항목을 바탕으로 필수 소비재의 열(냉·난방), 선택  

소비재의 내구재, 피복재, 문화 서비스재를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한 

소비재 지표로 최종 선별하 다. 

소비 지출 항목  필수재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주거, 수도는 소비

를 이는 데 한계가 있고 잉여 소비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새 지표 

선정에서 제외하 다. 선택재인 교통 서비스는 교통 는 자가용의 

이용 횟수를 물어 소비 규모를 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 둘이 

체재의 계에 있어 환경 부담이 은 행동의 취사선택이 가능한 행동이

기도 하다. 따라서 식료품과 주거, 수도, 교통 서비스는 소비를 제한 

후 환경에 미치는 향이 은 방향의 소비를 하는 것을 친환경 행동으

로 정의하고 있는 기존 지표로 활용하기에 합하다. 실제로 필수재의 

식료품, 수도, 선택재의 교통 서비스는 기존 논문들에서 표 인 친환

경 행동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 소비재들은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한 새 척도로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친환경 행동 척도로 그

로 사용하 다. 

열(냉·난방) 한 기존 논문에서 에 지 약 행  여부를 묻는 

표 인 지표이다. 를 들면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환경 인 이유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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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에 지나 연료를 얼마나 자주 약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이에 해

당한다. 하지만‘얼마나 자주’라는 것이 주  기 이며 자기보고

(Self-report) 형식의 질문이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신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 지 소비 규모를 측정하기 

해 냉·난방 에 지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체하 다. 이처

럼 실제 사용량을 묻는 것은 얼마나 자주 약하는가라는 자기보고식 질

문이 가진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해 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에 지 서비스의 사용 정도를 묻는 지표

를 구매 자제로 분류했다는 이다. 우리는 에 지를 구매한다는 말보다 

에 지를 사용한다는 말을 주로 쓴다. 이는 에 지가 사용 범주에 들어

가는 것이 직 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

지 서비스는 구매와 동시에 바로 사용되므로 둘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

다. 이 연구는 소비 규모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재화와 더불어 에 지 서

비스의 구매 규모를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화의 구매 지표와 더

불어 에 지 서비스 구매 지표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간과 겨울철 난

방온도를 추가하 다.

내구 소비재의 경우 가 제품의 종류와 개수로 소비 규모를 확인

하 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구매한 가 제품의 총 개수에 을 

두고 있으므로 에 지 사용량과 같은 제품 간 차이는 염두에 두지 않았

다. 

피복재의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해 옷, 신발, 가방의 구매 개수

를 지표로 선정하 다. 이와 더불어 구매 개수에 한 자기보고식 질문

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옷을 보 하는 수납장의 개수를 추가 지표로 

선택하 다. 즉 구매했다고 보고한 구매량은 지만 수납 공간 크기가 

크다면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 소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납장의 개수는 소비 규모를 보여주는  다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서비스재에는 미용, 교양·오락, 통신 서비스가 있다.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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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  범주 항목     지표

구매

자제

필수 

소비재
열(냉·난방)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간

-겨울철 난방 온도

선택  

소비재 

내구재 -가 제품 종류와 개수

피복

-옷 구매 개수

-옷 수납공간

-신발 구매 개수

-가방 구매 개수

문화 

서비스재

교양․
오락

여행
-여행지 거리

-여행 횟수

운동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

미용
-화장품 개수

-염색 는 마 횟수

통신 -핸드폰 교체 주기 

<표 7> 새 지표

서비스는 화장품의 개수와 염색 는 마 횟수, 교양·오락 서비스는 

여행지의 거리와 횟수,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 통신 서비스는 핸드폰 교

체 주기를 친환경 행동의 지표로 선정하 다. 이외 교육비와 의료비는 

상치 못한 요인이나 일시 인 요인에 의한 임시 지출이므로 배제하

다.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한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기존 지표와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완성한 친환경 행동 지표를 정

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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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  

범주
지표 용이성 

친환경 

소비 

소양

구매

 

구매 

자제

- 가 제품 종류와 개수

- 옷 구매 개수

-옷 수납공간

-신발 구매 개수

-가방 구매 개수

-여행지 거리와 여행 횟수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

-화장품 개수

-염색 는 마 횟수

-핸드폰 교체 주기

-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간

- 겨울철 난방 온도

고부담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

(새지표)

자원 

약형 

구매

- 고 제품 구매

- 리필 제품 구매

- 과  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기

고부담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

(기존 

지표)

탄소/

공해 

제품 

구매

- 유기농 농산물 구매

- 국산 농산물 구매

- 유해물질 감 제품 구매

- 고효율 제품 구매

부담

사용

자원 

약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비닐 투 

사용 않기)

고부담

- 이면지 사용

- 물 약

- 세제, 샴푸 게 사용

부담

에 지 

약

- 자가용 자제

-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이기

- 멀티탭 끄기 는 러그 뽑기

고부담

처분
자원 

재활용

- 퇴비화 고부담

- 분리 배출(재활용) 부담

<표 8> 친환경 소비 소양을 반 한 친환경 행동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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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모형(리비박스, Libby box)

Ⅳ.연구 설계

1.연구 가설 모형

 실 속 어떤 상(B)의 원인(A), 즉 인과 계(1, A→B)를 알고자 

연구자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조작 으로 정의된 리변수 D와 리

변수 C를 통해 인과 계(4, C→D)를 추론한다. <그림 3>은 이를 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친환경 행동과 련된 논문들은 주로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는 요

인을 찾는데 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의 논문들이 친환

경 정도를 단하기 해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갖는 결함으로 인해 제

로 된 친환경성을 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즉, 친환

경 행동의 유발 요인에 한 심은 D의 원인인 C(4, C→D)를 밝히는 

풍부한 연구를 낳았지만 D가 B의 합한 리변수인가(3, B→D)에 해 

큰 심을 갖지 않았다(<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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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총량이 같다면 환경에 부담을 게 주는 상품을 사는 사람

을 좀 더 친환경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 총량이 다르다면 어떨

까? 지 까지는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상품을 사는 행 만이 친환경 척

도로 사용되었을 뿐 소비 자체를 이는 행 는 척도로 활용되지 못했

다. 친환경 행동의 척도 던 리 변수 D에 오류가 있다면 이제까지 

부분의 친환경 행동 련 연구에서 밝 진 여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 높은 사람들이 더 친환경 이라는 C의 설명력 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그림 4> 참고). 

<그림 4> 검증 가설 모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과 같이 D를 설정하 을 때 친환

경 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C가 새로운 D′을 설정하

을 때도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비교하여 D의 오류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4-1과 4-2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기존 

지표와 새 지표로 각각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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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이 더 친환경 이다.  

가설 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

경 이다.

가설 3.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

경 이다. 

2.변수의 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다. 소득 수 이 연구에 

미치는 향이 요하다고 단해 정확한 분류를 해 가구 소득을 100

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순으로 1000만원 이상까지 

척도화하 다. 교육 수 은 등학교 졸업부터 학원 졸업으로 구성하

고 비 조사에서 학교 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분류되는 문제

를 발견해 학교 재학 항목을 추가하 다. 검증하고자하는 독립변수 외

에 인구사회학  변수  친환경 행동과 소비 규모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되는 가족 수와 연령을 통제하기 해 함께 조사하 다.

  2) 종속 변수

   (1) 기존 지표 

구매의 하  범주에는 약형 제품 구매와 탄소/ 공해 제품 구

매가 있다. 약형 제품 구매는 고 제품 구매, 리필 제품 구매, 과  

포장 상품 구매 여부의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구매하지 

않는다 1 에서 항상 구매한다 4  리커트 척도(과  포장 상품은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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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 다. 

리커트 척도란 특정 상에 한 개인의 태도 즉, 생각, 지각, 감

정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의 한 유형으로서 1930년   시

스 리커트(Rensis Likert)에 의해 개발된 척도방식이다. 체로 은 4

개에서 7개 사이가 많이 쓰이나 응답자의 지  수 이나 문항에 한 친

숙도 수 이 낮을 경우는 의 수가 은 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내용이 친숙하지 않거나 평소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

의 경우 간값인 3 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어 변별력을 한 문항 구

성을 해서는 4  척도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최종후, 2000). WVS와 

GSS, ISSP, 한국사회종합사회조사에서도 4  척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 

연구의 설문 응답은 모두 4  척도로 구성하 다.

탄소/ 공해 제품 구매는 유기농 농산물 구매, 국산 농산물 구

매, 친환경 세제 는 무표백 휴지 구매, 고효율 제품 구매의 총 4개 항

목으로 구성하 으며 응답지는 와 동일하게 4  척도를 활용하 다. 

사용의 하  범주에는 자원 약형 사용과 에 지 약형 사용이 

있다. 자원 약형 사용은 이면지 사용,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장바구

니 들고 다니기(비닐 투 사용 않기), 물 약, 세제 는 샴푸 게 사

용하기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는 

 노력하지 않는다) 1 에서 항상 사용한다(항상 노력한다) 4 의 4  

척도를 사용하 다. 

에 지 약형 사용은 자가용 자제하기,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하

기, 러그 뽑기 는 멀티탭 끄기의 총 3개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자제하지 않는다( 는  노력하지 않는다)의 1 에서 항상 자제한

다( 는 항상 노력한다) 4 의 4  척도로 측정하 다. 

처분은 음식물 쓰 기 퇴비화와 분리배출(재활용) 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하지 않는다 1 과 항상 한다 4 의 4  척도를 사용하

다. 종속 변수인 기존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은 총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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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 지표 

소비 규모를 악하기 해 지표 개발 단계에서 특정한 소비재 항

목을 선정하 고 각 소비재의 구매 규모를 척도화하 다. 옷, 신발, 가방

의 구매 척도는 한 계 에 1개씩 총 4개 이하를 구매하는 것을 최  소

비 기 으로 척도당 개수를 4개씩 증가시켜 5개에서 8개, 9개에서 12개, 

13개에서 16개, 17개 이상까지 총 5개의 선택지로 구성하 다. 옷 수납

장의 개수는 수납장의 크기가 가구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양팔을 

벌린 사이즈 정도의 장롱 는 서랍장 는 행거라는 기 을 제시하고 

개수를 1개에서 5개 이상으로 척도화하 다.

 여행의 소비 규모는 여행지의 거리와 여행 횟수를 통해 측정하고

자 하 다. 따라서 국내와 동남아 는 아시아, 유럽이나 미국 는 그 

외 국가로 여행거리에 따라 여행지를 셋으로 나 고 여행지별로 횟수를 

도록 하 다. 비조사에서 질문에 한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선택하

게 하는 선택형 질문지가 정확한 여행 횟수를 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

다는 것이 확인돼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으로 구성하 다. 

응답지를 척도화하기 해 여행지별로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시간

을 기 으로 가 치를 부여한 후 여행 횟수를 곱하 다. 국내 여행은 평

균 1시간이 소요되어 1 의 가 치를 부여하 고 동남아 는 아시아의 

경우 평균 3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되므로 간값인 5시간에 해당하는 5

을, 유럽이나 미국 는 그 외 국가는 평균 10시간에 14시간이 소요되

므로 간값인 12시간에 해당하는 12 을 부여하 다.  

 즐겨하는 운동을 선택하도록 하기 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운

동 종목을 나열하 고 즐겨하는 운동을 1개 는 최  2개를 선택하도록 

하 다. 더불어 선택지 가운데 없는 운동을 을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마련하 다. 운동 항목은 환경 부하 정도에 따라 운동 종목을 분류한 연

구가 없어 생태 발자국 개념을 바탕으로 기 을 마련하여 척도화하 다. 



- 55 -

분류 기 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을 한 장소 개간이 필요한지 여부( 용공간이 필수 인 

경우만 해당)

2. 운동 시 추가 인 자원과 에 지 공 이 필수 인지 여부(물, 

력 등)

3. 운동을 한 장거리 이동이 필수 인지 여부

4. 도구 는 장비가 필수 인지 여부

각각의 운동이 어떤 기 에 용되는지를 악하고 해당 개수가 

많은 운동 순으로 높은 수를 부여하 다. 호 안의 숫자는 해당 기

을 나타내며 각 기  간의 환경 부하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용된 기

의 개수만으로 수를 매겼다.

1 : (해당 없음) 걷기, 달리기, 요가, 등산 

2 : (2) 스

     (4) 자 거, 탁구, 배드민턴  

3 : (1.2) 수

     (1,4) 테니스, 축구, 농구, 야구

4 : (1.2,4) 헬스, 볼링, 아이스 하키

     (2,3,4) 스쿠버 다이빙

5 : (1.2,3,4) 골 , 스키, 스노우보드

선택한 운동이 여러 개10)인 경우 환경부하가 높은 운동의 수를 

부여하 다. 즉, 한 응답자가 걷기와 스노우보드를 선택한 경우 걷기보

다 환경부하가 큰 스노우보드의 5 을 부여받는다. 

10) 1개 는 최  2개를 선택하도록 하 으나 32명의 응답자가 3개 혹은 4개의 

선택지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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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항목
문항

번호

문항수

구매

 

구매 자제

- 의류 구매 개수 1-1.

12개

- 의류 수납공간 1-2.

- 신발 구매 개수 1-3.

- 가방 구매 개수 1-4.

- 여행지 거리와 횟수 2.

<표 9> 설문 항목

화장품은 기  화장인 스킨, 로션 2개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를 최

 기 으로, 색조 화장을 부다 했을 경우의 가지 수를 헤아려 12개 

이상을 최고 기 으로 하여 3개에서 5개, 6개에서 8개, 9개에서 11개를 

포함해 총 5개의 선택지를 구성하 다. 

마와 염색은 하지 않음을 최  기 으로, 일 년에 한 번씩 12회

를 최고 기 으로 설정한 후 2회 이하, 3회에서 6회, 7회에서 11회를 포

함해 총 5개의 선택지를 제시하 다. 

핸드폰 교체 주기는 1년에 두 번 이상,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구매한지 4년 이상 됨으로 선택지를 구성하 다. 구매한 

지 4년 이상된 경우는 핸드폰의 교체 이유가 기기 결함과 같은 필요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최  기 으로 설정하 다. 

가 제품의 구매 규모를 악하기 해 평균 가정에 일반 으로 

보 되어있는 가 제품들을 나열하고 개방형 질문지에 각 가 제품의 개

수를 직  기입하도록 하 다. 해당 설문 항목은 총 12개이다. 

기존 지표와 새 지표로 구성한 설문은 다음 <표 9>와 같다. 설문지 

첫 머리에 ‘친환경 행동이란 경제  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한 

선택이 아닌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선택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혔으

며 모든 설문 문항 앞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응답자의 행동이 환경이 아닌 다른 의도로 행해진 경우를 배제하기 함

이며 종합사회조사(GSS), 국제사회조사(ISSP),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세계 가치  조사(WVS)에서도 와 같은 단서 하에 설문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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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하는 운동 종류 3.
- 화장품 구매 개수 4.

- 마 는 염색 횟수 5.
- 핸드폰 교체 주기 6.

- 가 제품 종류와 수 7.

-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간 22.
- 겨울철 난방 온도 23.

자원 약형 

구매

- 고 제품 구매 8.

3개
- 리필 제품 구매 9.

- 과  포장 상품 구매하지 

않기
10.

탄소/ 공

해 상품 

구매

- 유기농 농산물 구매 11.

4개

- 국산 농산물 구매 12.

- 친환경 세제, 무표백 휴지 

구매
13.

- 고효율 제품 구매 14.

사용

자원 약

- 이면지 사용 15.

5개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16.

-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비닐 투

자제)
17.

- 물 약 18.

- 세제, 샴푸 게 사용 19.

에 지 약

- 자가용 자제 20.

3개
-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하기 21.

- 멀티탭 끄기 는 러그 

뽑기
24.

처분 자원 재활용
- 퇴비화 25.

2개
- 분리 배출(재활용) 26.

3.조사 상 선정 자료 수집 방법

비확률표집방법  하나인 할당표집을 통해 설문 상을 선정하

다. 할당표집은 연구 목 에 따라 남녀가 차지하는 구성비, 다양한 연령 

범주, 교육 수 , 인종 등의 분류 기 에 따라 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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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합한 가

치를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얼 바비, 2013) 비확률표집은 

확률표집방법과는 달리 연구자의 주 인 단을 완 히 배제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고 모집단의 특성을 

개략 으로 악하기 한 탐색  수 의 조사에서는 비확률표집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비확률표집의 하나인 할당표집은 연구자, 표본 추출

자가 조사의 편의나 선호에 따라 표본을 추출할 가능성을 막기 해 사

용하는 표집방법으로 여론조사 표본 추출 시 주로 사용된다(김수택, 

2010).

이 연구의 유의미한 가설 검증 결과를 해서는 성별, 소득 수 , 

교육 수  별로 할당하여 표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 수 과 교육 

수 을 설문 조사 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질문 시 조사 

상자로 하여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실 으로 소득 수  할당이 불

가능한 을 보완하기 해 서울시 25개 구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

으로 상 , 간, 하  구로 나 었다(통계청, 2008).11) 그 후 소득 상

 8개 구  최상  구인 서 구, 소득 분  간 구에 치한 용산구, 

소득 하  8개 구  최하  구인 천구로 표본을 한정하 다. 소득 수

과 교육 수 은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교육 수 을 고

려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추가 작업은 생략하 다. 선정된 세 구의 2012

년 통계연감을 활용해 각 구 당 100명을 성별과 세 별 인구 비율에 따

라 할당하 다. 구별 할당 인구는 <표 10>과 같다. 

11) 구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분포는 2008년까지 공시하 으나 구 별 표본 수

의 차이 등으로 인해 표성 문제가 제기되어 재는 공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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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0 30 40 50  
60  

이상
합계

서 구 20 25 22 19 18 104

남 10 12 11 9 8 50

여 10 13 11 10 10 54

용산구 22 24 23 16 20 105

남 11 12 12 8 9 52

여 11 12 11 8 11 53

천구 19 21 22 20 19 101

남 10 11 11 10 9 51

여 9 10 11 10 10 50

합계 61 70 67 55 57 310

남 31 35 34 27 26 153

여 30 35 33 28 31 157

<표 10> 구별 할당 인구

설문조사는 9월 16일 악구청 20명의 시민을 상으로 비조사 

후 항목을 수정한 후 9월 17일부터 10월 1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구

의 구청과 아 트 단지 내 까페와 마트, 경로당, 미장원, 동네 공원에서 

연구자가 직  설문을 실시하 고 각 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리 설문도 함께 진행하 다. 애  300명을 기 으로 표본 상을 할당

하 으나 추가로 수집된 설문지를 포함시켜 총 회수한 설문은 310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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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방법

설문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이 가설 

검증을 해 필요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해 타당도를 검토하 고 동시에 설문조사가 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신뢰도를 측정하 다. 

이를 해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 계에 따라 요인을 추

출한 후 크론바흐 알 (Chronbach‘s α)값을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

다. 이 과정에서 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체 항목 간의 상

계를 검토한 결과 수정된 총 수와의 상 계가 낮은 항목은 최종분

석과정에서 제외시키고 α값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키는 항목을 선별하

다. 

한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성, 소득수 , 교육수 , 연령, 

가족 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두 요인인 기존 지표

와 새 지표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 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Ⅴ.결과 분석

1.설문 상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표본의 성별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당표집을 한 결과 남자가 49.4% 여자가 50.6%로 남

녀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소득 수 의 경우 할당하여 표집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 월 평균 가구 소득 순으로 최고 평균 소득을 가진 

구, 간 소득의 구, 최하 평균 소득을 가진 구에서 설문을 시행하 고 

체로 고르게 분포한 소득 수 을 가진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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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3.2%,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6.8%,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 11.9%,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 14.2%, 400만원 이

상에서 500만원 미만 13.2%, 5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미만 13.9%, 600

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미만 5.2%, 700만원 이상에서 800만원 미만 

8.4%, 8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 6.8%, 1000만원 이상 16.5%의 분

포를 가진다. 설문 상자의 소득의 앙값은 5구간인 4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의 구간에 속한다. 통계청의 가계 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 서울의 1인 이상 가구 월 평균 소득은 4,094,170원(통계청, 2013a)

인 것을 고려하면 400만원 미만이 36.1%, 그 이상이 63.9%로 이 연구에

서 사용된 표본의 소득 수 이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수 의 경우 2010년 인구 총 조사 자료의 서울시 평균 교육 

수 을 보면 고교 졸업 이하가 48.7%, 학 재학 이상이 51.3%(통계청, 

2010)를 차지한다. 이를 고려할 때 고교 졸업 이하가 26.5%, 학 재학 

이상이 73.5%로 표본의 체 인 교육 수 이 높다. 표본 할당 시 교육 

수 은  소득 수 의 분포와 양의 상 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 는데 

수집된 표본의 소득 수 이 약간 높았고 교육 수  한 이에 향을 받

았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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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빈도(명) 백분율 백분율

성

남 153 49.4% 49.4%

여 157 50.6% 100.0%

합계 310 100.0% 　

소득

(M=백만 원)

0 ≦ x < 1M 10 3.2% 3.2%

1M ≦ x < 2M 21 6.8% 10.0%

2M ≦ x < 3M 37 11.9% 21.9%

3M ≦ x < 4M 44 14.2% 36.1%

4M ≦ x < 5M 41 13.2% 49.4%

5M ≦ x < 6M 43 13.9% 63.2%

6M ≦ x < 7M 16 5.2% 68.4%

7M ≦ x < 8M 26 8.4% 76.8%

8M ≦ x < 9M 21 6.8% 83.5%

10M ≦ x  51 16.5% 100.0%

합계 310 100.0% 　

교육

등학교 졸업 5 1.6% 1.6%

학교 졸업 15 4.8% 6.5%

고등학교 졸업 62 20.0% 26.5%

학교 재학 27 8.7% 35.2%

학교 졸업 146 47.1% 82.3%

학원 졸업 55 17.7% 100.0%

합계 310 100.0% 　

<표 1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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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당성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총 29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

고 2개의 요인을 얻고자 하 다. 기존 연구들은 고유치가 1 이상인 요

인들을 남기거나 스크리 도표(Scree Diagram)의 개형을 통하여 요인의 

개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연구의 목 은 친환경성을 단하는 지

표를 기존 지표와 소비규모에 한 새 지표로 나 는 것이 주요한 목

이므로 사 으로 요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하 다. 이 연구에서의 실

험 설계가 하다면, 기존 지표를 구성하는 설문문항과 이 연구에서 

새로 도입한 소비규모를 측정한 설문문항은 서로 다른 잠재  요인에 의

해 나뉘어 두 개의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기 하 다. 

요인분석의 시행에 앞서, 이 연구의 설문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합한지를 확인하 다.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상 계

가 존재해야 변수들 간에 내재 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고려하

고자 하는 상 계는 두 변수의 상 계가 아닌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종합 인 상 계이므로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카이 -마이

어-올킨(Kaiser-Meyer-Olkin, KMO)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엠오

(KMO) 측도는 0.845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 선정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12) 바틀렛의 검정 결과 요인 분석의 모형 한 합함을 알 수 

있었다.13) <표 12>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12) Kaiser-Meyer-Olkin(KMO) 측도는 변수들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클수록 요인분석에 합한 변수를 선정했음을 의미한다. 

KMO의 값이 0.90 이상이면 아주 좋음, 0.80 이상이면 꽤 좋음, 0.70 이상이면 당, 0.60 이상

이면 평범, 0.50 이상이면 바람직하지 못함,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손상호, 2000).

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단하는 데 이용된다. 상

계행렬이 단 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야만 요인분석 모

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손상호, 2000). 분석결과의 검정치가 2859.704이고 이 값의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은 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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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465.336

자유도 378

유의확률 0.000

<표 12> 이엠오(KMO)와 바틀렛(Bartlett)의 검정

 

주성분분석방법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이는 입력변수

의 총분산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이고 기존 변수들의 총분산

에 한 설명력을 높인다는 장 이 있다(이훈 , 2008). 한 추출된 요

인들이 독립 일 이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직각회 방법인 오블리민

(Oblimin) 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 수를 두 개로 지정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기존 지표와 새 

지표의 설문 문항들이 각각의 독립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요인 모두 고유치가 1이 넘는 것을 확인하 고 기존 지표 문

항과 새 지표 문항  서로 엇갈려 분류된 항목은 없었다. 유효한 요인 

재치의 기 을 0.3으로 할 때, 두 요인  세 항목이 기 을 넘지 못

하 다. 먼  가장 낮은 값이 산출된 새 지표에 속하는 즐겨하는 운동 

항목(0.176)을 제거하 고, 재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기존 지표의 자

가용 자제(0.294)와 새 지표의 겨울철 난방 온도(0.287) 항목이 기 값을 

넘지 못하 으나 기 값과이 차이가 크지 않고 설명력에 큰 차이를 가져

오지 않아 제거하지 않기로 하 다. 

각 요인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요인 1인 기존 지표는 0.865, 

요인 2인 새 지표는 0.511로 모두 0.5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요인 1의 설명력은 21.011%, 요인 2의 설명력은 

11.114%로 체 32.125%의 설명력을 갖는다.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이 29개이고 이로부터 얻고자 하는 요인이 2개로, 차원이 29개에서 

2개로 상당히 축소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필수불가결하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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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재값

환경을 생각해서,

8.  고 가 제품, 고 가구, 고 옷 등 고 물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319

9.  리필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534

10. 과  포장 상품을 사지 않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682

11. 유기농 농산물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573

12. 우리나라에서 생산된(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611

13. 친환경 세제, 표백하지 않은 휴지와 같은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600

14. 자제품 구매 시 고효율 제품을 얼마나 자주 

선택하십니까 ?
.614

15. 이면지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472

16. 나무젓가락,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722

17. 비닐 투를 사용하지 않기(장바구니 사용) 해 얼마나 .691

<표 13> (요인 1) 기존 지표 요인 분석 결과

이 기존 변수들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설명력을 작게 만든다. 이

는 이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 설명력이 기존 논문에 비해 낮은 이유가 

된다. 요인 분석의 결과는 요인별로 <표 13>,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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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십니까?

18. 샤워나 세안 시 물을 틀어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731

19. 샤워나 세탁 시 세제를 게 사용하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798

20. 자가용 사용을 얼마나 자주 자제하십니까? .294

21. 얼마나자주엘리베이터이용을자제하십니까? .479

24. 집이나 회사를 나설 때 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끄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565

25. 얼마나 자주 음식물 쓰 기를 퇴비화하십니까? .310

26. 얼마나 자주 분리배출(재활용)을 하십니까? .500

고유치 5.883

설명력 (%) 21.011

Chronbach'sα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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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재값

1.1. 1년에 평균 몇 개의 본인 옷(상의 는 하의)을 

구입하시나요?
.671

1.2. 귀하의 사계  옷을 보 하는 수납장이 몇 개 있으신가요? .616

1.3. 1년에 평균 몇개의 본인 신발을 구입하시나요? .508

1.4. 1년에 평균 몇 개의 본인 가방을 구입하시나요? .388

2.  지난 5년동안 휴가 기간에 국내/동남아 는 아시아/미국 

는 유럽 는 그 외 국가로 여행한 횟수를 어주십시오.
.341

4.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헤어제품, 매니큐어, 향수 포함)이 

평균 몇 개인가요?
.651

5. 1년에 마 는 염색을 평균 몇 번 하십니까? .486

6.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십니까? .341

7. 귀하 가정에서 보유하고 계신 다음 가 제품의 개수를 

어주십시오.
.535

22. 이번 여름(7,8월)에 집에서 에어컨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하셨습니까?
.352

23. 겨울에 집의 실내온도를 평균 몇 도(℃)로 유지하십니까? .287

고유치 3.112

설명력 (%) 11.114

Chronbach'sα 0.511

<표 14> (요인 2) 새 지표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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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 검정

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 친환경행동이라는 종속변수와의 계

가 기존 지표와 새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 인구

학  특성을 독립 변수로 기존 지표와 새 지표를 각각 종속 변수로 두

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기존 지표로 친환경 정도를 평가한 결과 

상했던 로 여성과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경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은 상했던 것과는 반 로 소득 수 이 낮은 사

람이 더 친환경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틸(Steel), 1996과 홀버트

(Holbert) 외, 2003, 박진홍 외, 2012의 선행연구에서 소득 수 을 제외한 

여성, 교육 수 이 높은 사람만이 친환경 인 평가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선행연구(Scott과 Willits, 1991; Cottrell, 2003; Van Liere와 

Dunlap, 1981; Dietz, 1998; Tucker, 1981; Balder Jahn, 1988; 박희제 외, 

2008)에서도 친환경 지표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이라는 단이 내려진 

인구학  특성이 조 씩 달랐다. 따라서 가정하 던 세 집단이 모두 친

환경 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지표가 특정 집단을 친환경

이라고 단하는 충실한 척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일정 부분 지지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새 지표로 친환경 정도를 단한 결과 상했던 로 여성, 

소득 수 이 높은 사람이 소비 규모가 컸다. 그러나 교육 수 은 소비 

규모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집단 모두 소비 규모가 클 것이라는 가정을 완 히 지지하지는 않지

만 기존 지표에서 친환경 이라고 여겨졌던 두 집단에 해서는 정반

의 결과가 산출된 것이다. 

 기존 지표와 새 지표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기존 지표의 측면에서 친환경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

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규모라는 차원을 고려하는 경우, 오히

려 여성과 소득 수 이 높은 사람이 소비규모가 높아서 덜 친환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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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계수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1.909 -6.200 0.000

성 0.425 4.197 0.000

소득 -0.050 -2.094 0.037

교육 0.111 2.168 0.031

연령 0.324 8.378 0.000

가족 수 0.168 3.585 0.000

수정된  R제곱값 　 　0.222

<표 15> (요인 1) 기존 지표에 한 회귀 분석 결과

　 추정계수 t통계량 유의확률

(상수) -1.186 -4.053 0.000

성 0.735 7.641 0.000

소득 0.157 6.996 0.000

교육 0.017 0.350 0.727

<표 16> (요인 2) 새 지표에 한 회귀 분석 결과

수 있음을 보 다. 

기존 지표는 소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개선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친환경성을 단한다. 하지만 새 지표는 소비 자체를 여 환

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소비의 규모를 측정해 

친환경성을 단한다. 그러므로 소비규모를 반 하여 친환경성을 포

으로 정의한다면 여성, 소득 수 이 높은 사람, 교육 수 이 높은 사람

이 더 친환경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기존 지표와 새 지표에 

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15>,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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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0.029 -0.786 0.433

가족 수 -0.032 -0.707 0.480

수정된  R제곱값 　 　0.298

Ⅵ. 맺음말

1.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재의 친환경 행동 지표가 과연 친환경 정도를 단하

는 데 합한가에 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해 먼  기존 논문

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행동 지표들을 살펴보았고 재의 지표

가 소비규모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 다. 기존 

지표는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자각한 소비자가 소비 시 환경 

향을 감하는 방향의 선택을 하는지 여부로 친환경성을 단한다. 이

는 약한 친환경 소비 소양만을 측정한 것이다. 이 논문은 자신이 ‘얼마

나’ 소비하는지를 의식하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해 구매를 자제

하는지 여부가 친환경 행동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강한 친환경 소비 소양을 측정해야함을 의미한다. 약한 친환경 소비 소

양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사용한 기존의 논문들은 여성, 소득 수 이 높

고, 교육 수 이 높은 사람들을 친환경 이라고 단해왔다. 하지만 소

비규모를 고려하여 소비에 따른 환경 향을 측정할 때 이들이 더 친환

경 일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비 규모를 측정

하는 친환경 행동 지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지를 검증

해보고자 하 다. 

검증을 해 먼  기존의 친환경 행동 지표들을 선별하 고 동시

에 소비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 다. 선정된 기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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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지표로 설문을 실시하 고 여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 높

은 사람들에 해 기존 지표와 새 지표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지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회귀 분석 결과 기존 지표에 따르면 상했던 로 여성,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욱 친환경 이었다. 소득 수 은 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득 수 이 낮을수록 친환경 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측정 지표 는 설문 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존 지표가 특정 집단을 친환경 이라는 

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결과라 할 수 

있다. 

새 지표에 의하면 여성, 소득 수 이 높은 사람이 소비 규모가 컸

다. 교육 수 의 경우는 소비 규모에 유의한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기존의 지표가 친환경 이라고 단한 

두 집단에 해 정반 의 단을 내렸다는 에서 지 까지의 친환경 지

표에 해 문제 제기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기존 지표는 환경 부담을 감하는 행동 여부, 새 지표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동 여부를 통해 친환경성을 단한다. 환경 부담 

‘ 감’과 ‘최소화’라는 정의는 환경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명확하

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친환경 행동과 구매 자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친환경  행동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이 

논문에서 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소비 규모가 

친환경성을 단하는 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특정 인구학  특성을 가진 

집단이 친환경 이라고 여겨졌던 한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

존 지표와 소비 규모를 반 한 새 지표를 더불어 고려했을 때 여성, 소

득 수 ,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이 더 친환경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지 까지 사용된 지표에 의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친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 일반 인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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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해 더 많은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여성과 소득 수 이 높고, 

교육 수 이 높은 사람들이 소비 규모가 상 으로 큰 경우에도 친환경

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국가 수 에서 비교하자면 당장의 

먹고, 입고, 자기 한 소비조차 여의치 않은 개도국들이나 친환경상품 

구매력이 낮지만 소비의 규모가 은 집단들은 역설 이게도 친환경 제

품의 소비가 기 때문에 친환경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선

진국 시민들은 얼마 타지 않은 자동차를 새로 출시된 고효율 자동차로 

바꾸고, 친환경 샴푸로 매일 같이 샤워를 하고, 식탁 가득 차려진 유기

농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먹으며 끊임없이 소비하지만 이들이 소비하는 

상품이 상 으로 친환경 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지 과 같은 친환경 단 척도는 ‘친환경 상품’ 소비에 

정  임을 입  계속 인 ‘소비’가 환경 부담을 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해 소비 자체에 한 문제의식을 무디게 만든

다. 따라서 이러한 역설  상황을 바로잡기 해서는 지 까지 친환경성 

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지표에 소비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지표에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녹색생활조사는  국민을 상으로 시행되는 친환

경 행동 조사이므로 지표 선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  가장 보편 으

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여부는 환경을 하는 마음과 가

족의 건강을 고려하는 마음이 복합 으로 작용해 동기를 구분하기 어려

운 질문이다. 게다가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 경

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성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배제해버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녹색생활조사에서 친환경 농산

물 구입의 방해 요인으로 56.1%가 가격이 비싼 것을 꼽은 것은 이를 잘 

증명해 다(통계청, 2013).14) 국민을 상으로 하는 설문이므로 일반 시

14)이는 200만원 미만은 44.1%, 200~400만원 미만은 53.8%, 400~600만원 미만

은 57.9%, 600만원 이상은 68.1%와 같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친환경 농산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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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가 보편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에 지 약 여부를 묻는 문항은 얼마나 자주 약하느냐라

는 질문보다는 실제 사용하는 양, 즉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간, 겨울철 

실내 온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나 자주 약하고 있는지를 주

인 기 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경우 ‘모범 답안’에 체크하려는 경향

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량을 통해 친환경성을 단하는 것이 더욱 하

다. 이는 새 지표에서 활용했던 지표로 소비 규모를 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는 이 연구의 발견에도 부합한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나 자주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는지를 묻는 문

항도 친환경성을 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실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었는지는 주행 거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으로 주행한 거리를 묻는 것이 더욱 

하다.  

마지막으로 분리배출을 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친환경 정

도를 측정하는 의미 있는 지표라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미 분리배

출이 제도화되어 환경을 고려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정

착된 규칙을 이행하기 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가 세계 으로 실시되는 국제사회조사를 번역한 설문 항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을 상으로 친환경성을 측정하는 표  

국가사회조사이므로 국가  맥락을 고려해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시 많은 응답자들이 친환경 행동과 소비가 무슨 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왔다.  다른 몇몇은 환경을 생각한다고 나름 많은 

것을 주의했지만 소비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사회 지표는 평가의 척도 역할뿐 아니라 행동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선정된 행동들은 친환경 행동 개념 형성에 향을 끼치고 

환경을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선택지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알리바이 역’으로 락한 쓰 기 분리배출과 같은 행  외에 좀 

를 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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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 인 실천을 독려하는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연구의 의의 한계

이 연구는 지 까지 친환경성을 단하기 해 사용되었던 친환경 

행동 지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지표가 소비 규모를 반 하지 못한 

한계를 밝 내었다. 더불어 소비 규모를 반 한 새 지표를 개발하여 기

존의 지표가 가진 한계로 인해 지 까지 친환경 이라고 여겨졌던 특정 

집단들이 정말 친환경 인가에 해 재고가 필요함을 경험 으로 검증하

다. 

한편 친환경 소비 소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 기존 지표가 

한계를 지니게 된 원인과 새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하 다. 친환경 소비 

소양 개념은  사회의 환경 문제의 핵심이 소비 문제에 있음을 강조

하고 소비에 한 자각을 구하는 도  개념으로 리터러시(literacy)와 

환경 소양 개념의 역사  등장 배경을 들어 친환경 소비 소양 개념의 등

장이 지구  환경 기에 처하기 한 시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

다. 한 이 개념은 생태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소비에 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하는‘시민’은 차 사라지고 ‘소비

자’만 남겨진  세태에 한 경계가 필요함을 환기시킨다는 의의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행동

을 하는 경우에만 친환경 이라고 단할 수 있다고 제한다. 하지만 

경제 인 이유로 소비를 이고 약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와 계없이 

이미 친환경 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건강을 

해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고 친환경 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 한 가족

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경에도 이로움을 주

기 때문에 친환경 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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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친환경 소비 소양을 가진 사람들만을, 즉 환경 인 이유로 

어떤 행 를 선택하는 사람들만을 친환경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분류하

는 것이 합한가에 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떤 

행 를 하는 데는 매우 복잡다단한 동기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의도와 

계없이 결과론 인 에서 한 개인의 삶이 친환경 이라면 그 한 

의미가 있으므로 추후 이에 한 발  논의가 있길 기 해본다. 

여성, 소득 수 , 교육 수 이 다른 개인들이 새 지표와 기존 지표에 

따라 친환경 인가에 한 단이 달라질 수 있음은 보 지만 이 두 지

표를 혼합해 사용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해 이 연구는 

단을 유보하 다. 이는 추후 기존 지표와 소비 규모를 반 한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를 완성한 후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지표  즐겨하는 운동의 지표가 요인 재값이 낮아 설문 결과 

분석에 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가에 한 욕구가 커지면서 운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운동과 환경과

의 계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된 지표를 

마련해 검증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  역을 도 있게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공

역과 조직 역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는 구매 자제가 구매의 유 나 지연이 아닌 환경을 한 기부 등으로 이

어졌을때에야 진정한 친환경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으로 미  후속 연

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매 자제라는 새 지표는 환경을 고려하는 마음이 소비 규모의 크

기로 드러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취향, 경제력 등의 다양한 

이유가 소비 규모에 향을 끼쳤을 수 있음에도 이들은 고려하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한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표본의 수가 어 가설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지만 새로운 가정에 한 탐색  

연구라는데 의의를 두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구 시작의 거

름이 될 수 있길 기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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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 시민의 친환경 행동 정도를 평가하는 석사학 논문 연구를

해 작성되었습니다.각 설문 문항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와 정보는 순수한 연구 목 외의 다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히

설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 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과정 김은지

지도교수:서울 학교 환경 학원 윤순진 교수

■ 부록(설문지)

친환경 행동 설문 조사

◆ 귀하께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행동과 빈도를 알아보기 한 문항입니다.

친환경 행동이란 경제 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한 선택이 아닌 환경

을 생각해서 하는 선택만 해당함을 유의하시어 각 항목의 해당란 □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1.1년에 평균 몇 개의 본인 옷(상의 는 하의)을 구입하시나요?상하의 한

벌인 경우 2개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개 이하

□ 5~8개

□ 9~12개

□ 13~16개

□ 17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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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귀하의 사계 옷을 보 하는 수납장이 몇 개 있으신가요?수납장 1개는

양팔을 벌린 사이즈 정도의 장롱 는 서랍장 는 행거를 의미합니다.

□ 1개 이하

□ 2개

□ 3개

□ 4개

□ 5개 이상

1-3.1년에 평균 몇 개의 본인 신발을 구입하시나요?

□ 4개 이하

□ 5~8개

□ 9~12개

□ 13~16개

□ 17개 이상

1-4.1년에 평균 몇 개의 본인 가방을 구입하시나요?

□ 4개 이하

□ 5~8개

□ 9~12개

□ 13~16개

□ 17개 이상

2.지난 5년 동안 휴가 기간에 다음의 지역 별로 여행한 횟수를 기입해주십시

오.(지역 별 복체크가능)

-국내

□ 없음 □ 있음 ( )회

-동남아 는 아시아

□ 없음 □ 있음 ( )회

-유럽이나 미국 는 그 외 국가

□ 없음 □ 있음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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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소 가장 즐겨하는 운동을 1개 는 최 2개만 골라주십시오.

□걷기,□달리기,□자 거,□등산,□암벽등반,□배드민턴,□탁구,□축

구,□농구,□야구,□요가,□인라인 스 이트,□테니스,□헬스,□ 스,

□수 ,□골 ,□스키,□스노우보드,□스쿠버 다이빙,□ 드 서핑,

기타 ( )

4.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헤어제품,매니큐어,향수 포함)이 평균 몇 개

인가요?

□ 2개 이하

□ 3~5개

□ 6~8개

□ 9~11개

□ 12개 이상

5.1년에 마 는 염색을 평균 몇 번 하십니까? 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2회로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 않음

□ 2회 이하

□ 3~6회

□ 7~11회

□ 12번 이상

6.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십니까?

□ 1년에 두 번 이상

□ 1년에 한 번

□ 2년에 한 번

□ 3년에 한 번

□ 구매한지 4년 이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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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 가정에서 보유하고 계신 다음 가 제품의 개수를 어주십시오.

텔 비 (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세

탁기( ) 컴퓨터( ) 청소기( ) 기밥솥(

) 정수기( ) 에어컨 ( ) 기장 ( )

기난로(히터)( ) 비데( ) 식기세척기( ) 건조기(

) 제습기( )

8.환경을 생각해서 고 가 제품, 고 가구, 고 옷 등 고 물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구매하지 않는다

□ 가끔 구매한다

□ 자주 구매한다

□ 항상 구매한다

9.환경을 생각해서 리필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구매하지 않는다

□ 가끔 구매한다

□ 자주 구매한다

□ 항상 구매한다

10.환경을 생각해서 과 포장 상품을 사지 않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

까?

□ 노력하지 않는다

□ 가끔 노력한다

□ 자주 노력한다

□ 항상 노력한다

11.환경을 생각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구매하지 않는다

□ 가끔 구매한다

□ 자주 구매한다

□ 항상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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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환경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국산)농산물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

십니까?　

□ 구매하지 않는다

□ 가끔 구매한다

□ 자주 구매한다

□ 항상 구매한다

13.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세제,표백하지 않은 휴지와 같은 제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구매하지 않는다

□ 가끔 구매한다

□ 자주 구매한다

□ 항상 구매한다

14. 자제품 구매 시 환경을 생각해서 고효율 제품을 얼마나 자주 선택하십니

까 ?

□ 선택하지 않는다

□ 가끔 선택한다

□ 자주 선택한다

□ 항상 선택한다

15.환경을 생각해서 이면지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사용하지 않는다

□ 가끔 사용한다

□ 자주 사용한다

□ 항상 사용한다

16.환경을 생각해서 나무젓가락,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 노력하지 않는다

□ 가끔 노력한다

□ 자주 노력한다

□ 항상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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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환경을 생각해서 비닐 투를 사용하지 않기(장바구니 사용) 해 얼마나 노

력하십니까?

□ 노력하지 않는다

□ 가끔 노력한다

□ 자주 노력한다

□ 항상 노력한다

18.환경을 생각해서 샤워나 세안 시 물을 틀어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주 노력

하십니까?

□ 노력하지 않는다

□ 가끔 노력한다

□ 자주 노력한다

□ 항상 노력한다

19.환경을 생각해서 샤워나 세탁 시 세제를 게 사용하기 해 얼마나 자주

노력하십니까?

□ 노력하지 않는다

□ 가끔 노력한다

□ 자주 노력한다

□ 항상 노력한다

20-1.환경을 생각해서 자가용 사용을 얼마나 자주 자제하십니까?

□ 자제하지 않는다

□ 가끔 자제한다

□ 자주 자제한다

□ 자가용 이용하지 않음( 교통 자 거 이용)

21.환경을 생각해서 얼마나 자주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십니까?

□ 자제하지 않는다

□ 가끔 자제한다

□ 자주 자제한다

□ 항상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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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이번 여름(7,8월)에 집에서 에어컨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하셨습니까?

□ 사용하지 않았음

□ 3시간 미만

□ 3시간~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23.겨울에 집의 실내온도를 평균 몇 도(℃)로 유지하십니까?

□ 18℃ 미만( 카 등 외투를 입고 지낸다)

□ 18℃~20℃(내복 등 긴팔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낸다)

□ 21℃~23℃(가볍게 긴팔 옷을 입고 지낸다)

□ 24℃ 이상(반팔 옷을 입고 지낸다)

24.환경을 생각해서 집이나 회사를 나설 때 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끄는 일

이 얼마나 잦습니까?

□ 그 게 하지 않는다

□ 가끔 그런다

□ 자주 그런다

□ 항상 그런다

25.환경을 생각해서 얼마나 자주 음식물 쓰 기를 퇴비화하십니까?

□ 퇴비화하지 않는다

□ 가끔 퇴비화한다

□ 자주 퇴비화한다

□ 항상 퇴비화한다

26.환경을 생각해서 얼마나 자주분리 배출(재활용)을 하십니까?

□ 분리 배출(재활용)하지 않는다

□ 가끔 분리 배출(재활용)한다

□ 자주 분리 배출(재활용)한다

□ 항상 분리 배출(재활용)한다

◆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아래의 정보는 통계처리를 한 목 으로만

사용되며 비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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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 □남

2.귀하의 연령 는 어떻게 되십니까?

□20 □30 □40 □50 □60 이상

3.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퇴는 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학교 졸업 □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 학교 재학 □

학교 졸업 □ 학원 졸업

4.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

만

□ 300-400만원 미만 □ 400-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5.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400만원 미만 □ 400-500만원 미만 □ 500-600만원 미만

□ 600-700만원 미만 □ 700-800만원 미만 □ 800-900만원 미만

□ 900만원 이상

6.귀하의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총 가구원 수 ( )명

7.귀하 가구의 평균 한 달 기요 은 얼마입니까?

□ 3만원 미만

□ 3-5만원 미만

□ 5-7만원 미만

□ 7만원 이상

□ 알지 못함

귀한 시간을 내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정보 소 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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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raming a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icators 

based on Consumption Scale 

Eun-Ji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Pro-environmental behavior is now widely accepted as a yardstick by 

which assessment of the degree of an individual's environmental 

friendliness can be made. A typical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icator includes four different modes of consumption behavior: 

resources saving, energy saving, consump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goods, and public action for environment. A survey carried out 

based on this indicator reveals that environmental friendliness is higher 

with those who are female, highly educated, and highly paid. Given the 

fact that they are generally shown to spend more on consump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itself have greatly impacts on the environment, 

however, this result is highly doubtful. I believe this distortion of the 

outcome might be resulting from the defective design of the indicator, 

which only takes into account consumption behavior without due 

attention paid to consumption scale. To address this problem, I thus 

suggest, development of a new indicator that fully takes account of 

consumption scale is necessary, an indicator based on the concept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I coine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refers to being equipped with knowled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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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effects of consumption on environment; being sensitive to the 

possible damage to environment caused by scrupulous consumption; 

making informed and responsible decisions according to a consumption 

plan. There are two different levels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The first level weak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indicates mitigating environmental impact by way of efficient 

consumption, and the second level strong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represents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s by 

dint of minimal consumption. I believe incorporation of this new 

indicator reflecting consumption scale to the existing environment 

friendliness indicator would greatly improve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ro-Environmental Behavior(PEB) indicator 

that successfully reflects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To 

this end, I first examined important definitions and types of PEB. And 

then, I reviewed the existing indicators of PEB before critically 

discussing their limitation and problems. Third, I built a new concept of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by maneuvering the 

conventional concept of 'Literacy' and 'Environmental Literacy'. Lastly, 

I applied the newly designed PEB indicator into a real field survey. I 

concluded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e survey: Women do not 

particularly behave more pro-environmentally; high-income people do 

not particularly behave more pro-environmentally; high-educated people 

do not particularly behave more pro-environmentally.

Key words : Pro-environmental Behavior,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Literacy, Consumption Scale, Indicators

Student Number : 2012-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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