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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윤리적 소비의 유형화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의 소비 욕망이 낳은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으로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합리성의 관

점에서 볼 때, 윤리적 소비는 내가 아닌 남의 만족을 위해 비용과 시간

을 투자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윤리적

소비가 이타주의가 아닌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추구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영향 범위와 내적 판단 기준이라는 2가지 축에 따라 '윤리

적 소비란 한 개인이 도덕적 믿음에 근거하여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

접적인 혜택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이나 사회, 자연 등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하

는 소비'라고 정의하고, 이 윤리적 소비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한다. 구매운동, 불매운동,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이라는 윤리적 소비

행동의 대표적 영역들을 공통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둘째, 윤리적 소비 수준을 알아본다. 윤리적 소비의 태도와 유형별 윤

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에 따른 수준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윤리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선행(Benevolence), 친사회성(Prosocial), 보편성(Universalism)의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된 이타주의적 가치와 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

(Warm-glow)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자기표현적 가치,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태도가 윤리적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 영

향력은 어떠한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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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6가지 윤리적 소

비 행동 영역은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유형화되었다. 소비 행동을 통해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현인 '사회의식적 소

비(로컬소비, 공정무역, 기부와 나눔)', 능동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에 참

여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주의적 소비(구매운동, 불매

운동)', 자신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불편

함을 감수하는 '절제적 소비(절제와 간소한 삶)'가 그것이다.

둘째, 윤리적 소비의 태도와 유형별 행동에 대한 수준은 모두 높은 편

이었으나 행동이 태도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전반적인 수준은 절제적 소비, 행동주의적 소비, 사회의식적 소비

순으로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수준 차이에 있어서는 여성의

윤리적 소비 태도 수준이 높았고, 50대-40대-20대-30대 순으로 사회의식

적 소비 수준이 높았으며,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사회의식적 소비와 절제적 소비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와 주관적 사회 계층이 상층에 속하는 집단의 사회의식

적 소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윤리적 소비 태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선행, 상징소

비성향, 연령(-), 성별(여)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흐뭇함,

보편성, 종교, 프로그램 참가 경험 순으로 사회의식적 소비에 대한 영향

력이 컸고, 태도, 친사회성, 보편성, 상징소비성향, 성별(여) 순으로 행동

주의적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제적 소비

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참가 경험만이 유일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윤리적 소

비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소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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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 수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소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

켜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스로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

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등 제반 환경을

정비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통해 이타주의 이외에도 자신의 가치

를 드러내고 그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는

윤리적 소비가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활성화 될 수 없음을 의미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윤리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사회,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와 만족에 있어서도 충분한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윤리적 소비, 유형화, 영향 요인,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

적 가치, 태도

학 번: 201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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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2012년 5월,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다들 커피 즐기시죠? 공정무역 커피, '아름다운 커피'를 강추합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공정무역 커피 추천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의

네티즌들은 익명의 공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공정무역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했다. 이 정보가 한데 모여 급기야 전국의 약 80여개에 이르는 공정무역

커피 전문점을 소개하는 '전국 착한 카페 지도'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공정무역은 상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

라 생산 활동에 걸맞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고

려하는 '윤리적 소비'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란 개인의 욕구

충족만이 아닌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 행동(천경희·송인숙·홍연금·윤명애, 2012)을 뜻한다. 다시 말

해 나의 소비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소비인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공정무역

외에도 지역 공동체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로컬소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불매운동,

생산 과정에서의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동물 실험 및 학대 반대 등이 대

표적인 윤리적 소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반드시 이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나

나눔, 재활용,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비 행동들 역

시 윤리적 소비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리적 소비가 오늘날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

을 돕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 책임 의식, 가격이나 품질 등 다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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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윤리적 소비가 현대 소비사회

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소비

욕망이 불러 온 과소비와 물질주의, 낭비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이어

져 그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소비 주체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

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기와 질투, 불안, 자괴감과 같은 심각

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윤리적 소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나의 만족을 양

보하고 타인의 만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소비라는 이와 같은 모순은 윤리적 소비가 본연의 이타주의적 가치의 추

구 행위가 아니라 추가 비용의 발생과 내 만족의 감소를 감수할만한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추구 행위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이기주의적 측면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ndreoni(1990), Hartmann &

Apaolaza-Ibáñez(2012), Nunes & Schokkaert(2003), Mannetti, Pierro, &

Livi(2004)에 따르면 재활용이나 기부, 친환경 관광, 친환경 에너지 등

윤리적 상품의 구매나 소비 행동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측면

외에도 소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이기주의적 측면이 공존한다. 특히 Griskevicius,

Tybur, & Bergh(2010)는 윤리적 소비가 행위자의 지위나 명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소비 행위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는 행동 실천 비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윤

리적 소비가 표면적으로는 순수하게 이타주의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적 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소

비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의 이타주의적 가치 추구 성향

과 이기주의적 가치 추구 성향이 윤리적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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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하여 우선 다양하게 나타나는 윤리

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이다.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유형화 작업은 다양한 윤리적 소비 행동을 공통된 속성에 따라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윤리적 소비의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있어 소비자의 가치 성향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한국 소

비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 성향에 따

라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소비자학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

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외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성적 접근을 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가치 성향에 따른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량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윤리적 소비 행동들을 공통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

고,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의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수준 파악, 그리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한다. 윤리적 소비 행동은 그 형태나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각각의 행동 간에 경계가 모호한 측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

던 대표적인 윤리적 소비 행동들을 공통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

다.

둘째,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의 수준을 알아본다. 이 수준과 관련해서

는 먼저 윤리적 소비의 태도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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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의 행동에 대한 수준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같은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

펴볼 것이다.

셋째,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히 윤리적 소비의 영향 요인을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가치 성향이 윤리적 소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

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윤리적 소비 태도의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가깝게는 윤리적 소비 자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하

고, 윤리적 소비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나 정책의 수립, 윤리적 상

품 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함의를 발견하고,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

은 연구가 현대 소비사회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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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장에서는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 행동 유형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다

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룬 윤리적 소비의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이타주

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

들이 윤리적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지니고 있는 소비에 관한 태도와 실제 소비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윤리적 소비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정의에 있어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 접

근하고자 윤리적 소비나 윤리적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소비, 친

환경적 소비, 사회책임적 소비, 녹색 소비, 그린 소비 등 윤리적 소비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

한 본 연구의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1. 윤리적 소비의 개념

많은 연구들이 정의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소비자 자신을 넘어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 이르

기까지 넓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은실·신효연(2011)은

개인의 소비생활이 자신과 타인, 사회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를 상거래에서의 윤리적 소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윤리적 소비,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의 3가지 차원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천경희 외(2012)는 개인의 욕구 충족만이 아닌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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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 행동을 윤

리적 소비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송이·박명숙(2011)은 사회와 환경을 고려

하고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적극성

을 띈 소비행동을 윤리적 소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천경희·송인숙

(2012)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윤

리적 소비라고 보고, 이를 주체적인 소비, 생산과정을 인식하는 소비, 타

인을 배려하는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절제하는 소비로 분류하였다. 그

리고 Cowe & Williams(2000)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

윤리적인 사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윤리적 소비자로 보았다. 한 편,

홍연금·송인숙(2008)은 환경, 인권, 공동체, 정치, 종교 등과 같은 사회·환

경의 영향 요인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소비생활을 윤리적

소비라고 보았는데, 이와 같은 정의는 윤리적 소비가 개인의 소비와 사

회나 환경 보호의 영역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동물 복지, 사회의 평

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연구들이 윤리적 소비를 정의하는데 있어 그 영향의 범위를 중

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윤리적 소비 행동을 하게 되는 의사 결정의 근거

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 먼저 허은정(2011)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내리는 의식적인 소비선택으로서 중심축으로 건강, 사

회,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구매선택이 윤리적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홍

연금·송인숙(2010a; 2010b)은 소비자의 개별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이웃

과 환경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을 윤

리적 소비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범위에 따라 경제적 책임, 법적 책

임,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책임, 동시대 인류를 위한 책임의 4가지 차

원으로 윤리적 소비 행동을 분류하였다. 또한 홍은실·신효연(2010)은 도

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의 이웃과 환경을 고려한 의식

적인 소비행동을 윤리적 소비라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

적 소비는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이 소비자의 도덕성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7 -

2. 윤리적 소비의 유사 개념

윤리적 소비가 일반 소비에 비해 이타주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환경친화적 소비나 친환경적 소비, 사회책임적 소비,

녹색 소비, 그린 소비 역시 윤리적 소비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소비 행

동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윤리적 소비

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환경친화적 소비와 관련하여, 김시월(2003)은 소비자가 환경과 상

호작용하면서 환경을 위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의미에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재활용 행동, 절약 행동, 리필제품 사용 행동 등을 환경친화

적 소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영규(1999)는 상대적으로 환경훼손을

적게 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집단을 환경친화적 소비자라고 보았고,

박경윤(2000)은 환경과 자원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

라 사회의 복리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부여를 받아 구매의사결정과 소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환경친화적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김성균(1997)의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소비 기반

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체계를 친환경적

소비라 정의하였다.

한 편, 사회책임적 소비와 관련해서는 유두련·심미영(1998a; 1998b)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사적 소비 즉, 제품의 구매·사용·처

분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공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사회변화를 야

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구매력을 조절하며, 제품 선택 시 자원의 희소성

과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 행동이 사회책임적 소비자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녹색 소비 역시 윤리적 소비의 유사 개념의 하나로서 손상희·김경자·

나종연·최신애(2010)는 소비의 구매-사용-처분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

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소비행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효정(2011)

은 녹색상품을 구매하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

며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감소하는 소비행태를 녹색소비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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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 편, 녹색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이종호·노정구(1998), 노정구

(1995)의 자신의 소비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에 유

익한 방향으로 구매의사결정이나 소비행동을 하는 소비자나 허종호·안

나·임효창(2006)의 제품 구매 등을 할 때 환경을 소비 행동의 선택 기준

으로 삼는 소비자와 같은 정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 소비에 대한 정의로서 서선영(2010)은 자신의 소비생

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처리하

는 환경 의식적 소비생활을 그린 소비 생활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고윤승

(2011)은 제품 구매를 할 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고려한

공해상품의 사용의 억제, 친환경 상품의 애용,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그린 소비 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를 그린 소비자라고 정의

하였다.

3. 윤리적 소비의 정의

이상에서 다룬 윤리적 소비 및 윤리적 소비의 유사 개념에 대한 정의

를 종합해 보면, 윤리적 소비는 크게 2가지 축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영향 범위의 축으로 윤리적 소비가 소비자 자신 이

외에 타인이나 사회, 환경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 기준의 축으로서 윤리적 소비

를 행하게 되는 의사 결정의 기준이 법적 강제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도덕성 등 내부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의 범위와 내적 판단 기준이라는 2가지 축

을 함께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란 한 개인이 도덕적 믿음에 근거하여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

인이나 사회, 자연 등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

려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소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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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윤리적 소비의 영향 요인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윤리적 소비의 영향 요인들을 크

게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고, 여기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타주의적 가치

이타주의란 소비 행위에 있어 행위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

게 유익함을 제공하고자 선택하는 행동(Schwartz, 1990)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의 이타주의적 가치와 관련하여

Schwartz(1992), Schwartz & Bilsky(1987; 1990), Shaw, Grehan, &

Shiu(2005)에서 다루어진 Schwartz Value Survey(SVS)의 소비 가치 중

선행(Benevolence), 친사회성(Prosocial), 보편성(Universalism)의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chwartz(1992)는 선행에 대하여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나누는 관계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관한

Shaw et al.(2005)을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매 의사 결

정 상황에서 SVS의 다양한 소비 가치들 중 선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보편성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감

사, 관용, 그리고 보호와 관련된 동기를 뜻한다(Schwartz, 1992). 이와 관

련하여 허은정(2011)과 허종호 외(2006), 최영규(1999), 이종호·노정구

(1998), 노정구(2005) 등 윤리적 소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

리적 소비의 주요한 개인적 가치(SVS) 중 하나인 보편성이 특히 윤리적

소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편, 선행과 보편성 가치를 개발한 Schwartz & Bilsky는 본래 그들

의 기존 연구(1987; 1990)에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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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 친사회성의 2가지 가치를 개발하였다. 이 중 친사회성은 선행보

다 더 넓은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과 전체 환경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 하는 개념(Schwartz & Bilsky, 1987; 1990)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Schwartz의 후속 연구(1992)를 통해 앞서 언급한 보편성으로 확장·발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정의함에 있어서 윤리적 소비 행동이 미

치는 영향의 범위를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타주의

적 가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고려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선행, 친사회성, 보편성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지는 실증 분

석에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 가치가 대인 중심, 사회와 집단 중심,

환경과 지구 중심으로 그 영향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 자기표현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는 이타주의적 가치에 대응되는 변수로서 특정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의식 수준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

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변수

인 자기표현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

뭇함(Warm-glow)을 하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1) 체면지향행동

체면지향행동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인격과 능력

이 있음을 타인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행동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

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이석

재·최상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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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 소비자의 여가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영래·이재희

(2011)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체면과 윤리적 소비의 관계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

만 이석재·최상진(2001), 최영래·이재희(2011), 정명선·김혜진(2009), 김민

주(2011) 등 많은 연구에서 체면은 한국인들의 행동 성향을 나타내는 중

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와 유교 및 선비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체면은 소비 행동과

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윤리적 소비

에 대한 접근이 자기표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체면지향행

동과 윤리적 소비 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상징소비성향

상징소비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개인의 내적·외적 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한 소비로서 소비 목표가 지향하

는 바에 따라 자신의 만족이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지향 상징적

소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타인지향 상징적 소

비'로 구성된다(황혜선·김기옥, 2006).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상품을 소비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환경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상징소비성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Griskevicius et al.(2010)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자들은 소비 행동이 이루

어지는 상황이 공개적일 때, 보다 높은 행동 실천 비율을 보일 뿐만 아

니라 가격 프리미엄도 더 높게 책정하는 성향이 있었다. 이것은 당장 눈

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는 없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한 간접적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더 비싸고, 품

질이 낮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은 이타주의가 아닌 자기만족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소이·노미나(2011), 고애란(2009)에 따르면 소비자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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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소비를 하는 이유는 공정무역 커피와 같은 상품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와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으며, Mannetti et al.(2004)는 연구를 통해 윤리적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하는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

미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의 영향으로 재활용 행동을 하는 것임을 밝혔

다.

한 편, 상징소비성향과 유사한 측면으로 Pinto, Nique, Añaña, &

Herter(2011)은 물 소비 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조소비성향이 물 절

약과 같은 친환경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며, 홍은실·

신효연(2010), 송인숙·제미경(2006), 이승희·노유나(2007)는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윤리적 소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물질주의 수준이 높

은 소비자일수록 윤리적 소비의 수준은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3) 흐뭇함(Warm-glow)

Andreoni(1990)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신의 이미지

나 자신의 박애주의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증대시키

려는 이기적 동기를 흐뭇함이라고 정의하고, 윤리적 소비가 이 흐뭇함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Hartmann & Apaolaza-Ibáñez(2012)는 녹색 에너지 소비 활성화를 위

한 캠페인 홍보에 있어 환경적 측면과 효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를

행하는 주체의 심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녹색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측면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흐뭇함, 자기 표현적 가치, 그리고 환경 관련 경험이었다. 이 중

에서도 특히 흐뭇함은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부담하면서까지 녹색 에너

지 소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Nunes & Schokkaert(200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그

들은 환경 보존적 관광 상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흐뭇함이 친환경 관광

상품 구매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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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똑같이 환경에 이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프리미엄에 형성

되지 않는 것은 해당 윤리적 상품이 소비자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고유진·정순희(2010)나 소비자 개인의 선의 가치에

대한 만족과 물 절약 행동의 유의성을 연구한 Pinto et al.(2011), 쾌락적

측면의 만족에 의한 기부 활동을 연구한 Lin-Healy & Small(2012) 등은

흐뭇함과 같은 자기표현적 가치나 개인적 만족의 추구에 의한 윤리적 소

비를 설명해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1) 성별

윤리적 소비는 성별에 따라서 태도나 구매의도, 행동 수준에 있어 차

이를 보이는데(홍은실·신효연, 2010; Drozdenko, Jensen, & Coelho,

2011),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계선자,

1999; 서선영, 2010; 김정훈, 2009; 정주원, 2012; 허은정, 2011)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고윤승(2011)의 연

구 결과도 있다. 다만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보다 높은 윤

리적 소비 수준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2) 연령

일견,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실증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윤승(2011), 장

경혜·박재옥(1997), 최영규(1999), Pinto et al.(2011)에서는 연령이 높을수

록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종호·노정구(1998)나 정주원

(2012)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윤리적 소비 수준을 보였다. 한

편, 송인숙·제미경(2006)이나 서선영(2010)과 같이 연령의 높고 낮음이

아닌 연령대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소비 수준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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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으며, 유두련·송영우(1994)나 홍은실·신효연(2011)과 같이 연

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3) 자녀

김송이·박명숙(2011)과 고유진·정순희(2010)에 따르면 자녀의 존재 여

부는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 등의 프로그램 참가 경험은 많은

연구에서 윤리적 소비의 주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계선자(1998), 박경윤(2000), 이영애·서인주(2012), 박인주·김영희(2008),

계선자(1999)와 같이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애란(2009), 노정구(2005), 유두

련·송영우(1994), 전예화·제미경(2012), 홍연금·송인숙(2008), 홍은실·신효

연(2011)과 같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자체만으로도 윤리적 소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유두련·정경옥·심미영(1997)은 다른 어떤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 교육이 환경의식적 소비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

였으며, 천경희 외(2012)는 교육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천

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타인과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엄격한 소비 생활

을 가능하게 하거나 스스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요

소라고 하였다.

다만 이들과는 달리 정주원(2012)이나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와 같

이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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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

고애란(2009)과 홍은실·신효연(2011)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라 윤리적

소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김정훈(2009)과 허은정(2011)

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6) 학력

유두련·송영우(1994)은 학력이 윤리적 소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 수준,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선영, 2010; 허은정, 2011; 강기정·계선자, 1998; 김송이·박명숙, 2011;

장경혜·박재옥, 1997; 이종호·노정구, 1998).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반드시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각

각의 특성에 따라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의 경우나(송인숙·제미경,

2006),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가(허은정, 2011) 높은 윤리적 소

비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한 편, Pinto et al.(2011)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녹색 에너지 소비 태도를 보이거나 허종호 외

(2006), Drozdenko et al.(2011)와 같이 학력이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7) 소득

소득에 따른 윤리적 소비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고윤승(2011),

이종호·노정구(1998)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 수준 역시 높

게 나타났으며, 비록 직접적인 자신의 소득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경우에

도 용돈이 많을수록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영애·서인

주, 2012)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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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김정훈(2009)과 송인숙·제미경(2006)은 소득은 윤리적 소

비에 부(-)적 영향을 미쳐 소득이 낮을수록 윤리적 소비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한 편, 허은정(2011)과 유두련·송영우(1994)에서는 월평균 가계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거나, 소득이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윤리적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되

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Drozdenko et al.(2011), 허종호 외(2006), 홍은실·신효연

(2011)에서의 소득은 윤리적 소비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관하여 "2011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 2인 이상)", "2011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2011년 중위소

득", "OECD 소득 계층 구분 기준"에 근거하여 월평균 가계 소득을 6가

지 소득 계층으로 분류하여 소득 관련 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8)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와 윤리적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윤리적 소비 수준도 높다는 연구 결과(이종호·노정구, 1998)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윤리적 소비 수준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허종호

외, 2006)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다양한 요소

들의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주관

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한 주관적 사회 계층을 연구에 활용할 것이다.

4.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

Ajzen & Fishbein(1980)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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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인간이 특정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가 그에 대한 행동과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Hopper & Nielsen(1991)은 재활용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긍정

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McCarty & Shrum(1994)은 환경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환경보호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

았으며, Scott & Willits(1994)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태도가 환경친화

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Shaw & Shiu(2003)는 소비자들의 공정무역 식료품에 대한 태

도가 공정무역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신효진(2012)에서도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태도가 해당 상품

을 구매하려는 의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Mannetti et al.(2004) 역시 재활용 행동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경향을 지니며, 이러한 태도가 재활용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허은정(2011)은 윤리적 상

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윤리적 상

품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였다.

이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의 특

성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윤리적 소비 행동이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변

수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에 관

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음을(민현선·이기춘, 1999) 고려한다면, 윤리적 소비에 대

한 태도를 윤리적 소비 행동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학적 접근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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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

적 소비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 모형에 쓰일

영향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연구 모형과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타주의적 가치(선행, 친사회성, 보편성)와 자기표현적 가

치(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별, 연령, 자녀,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교, 학력, 월평

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회 계층)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각각의 요인들이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윤리적 소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태도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Ajzen & Fishbein,

1980)라는 점을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 행동에 있어서의 또 다른 주요 요

인으로서의 윤리적 소비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하는데

서 출발하여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관한 태도 및 유형별 행동의 수

준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 윤리적 소비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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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에서는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한다.

[ 연구문제 2 ]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

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그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에서는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각 요인

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이상의 연구 모형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그림 3-1 연구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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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실천 행동들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 2 ]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수준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전반

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

별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은 무엇이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 도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변수에 대하여 크게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로 구분하고, 부가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다. 이들 요인과 관련하여 이타주의적 가치로는 선행, 친사회성, 보편성

가치를, 자기표현적 가치로는 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을, 그

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녀의 유무, 윤리적 소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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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교,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회 계층

을 각각의 하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윤

리적 소비 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도 함께 수행

할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에 활용될 각 요인과 척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이타주의적 가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이타주의란 소비 행위에 있어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제공하고자 선택하는 행동(Schwartz,

1990)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타주의적 가치의 하위 요인으로는 선

행 연구(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Shaw et al.,

2005)를 바탕으로 선행, 친사회성, 보편성을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은 이

타주의를 위한 관계적 범위가 타인에서 사회, 그리고 환경으로 단계적으

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이타주의의 정도와 윤리적 소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하위 요인의 단계적 확장에 대해 응답자

가 인지하기 어렵도록 문항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각 하위 요인은 응

답자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1) 선행(Benevolence)

선행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 복지를

추구하는 행동(Schwartz, 1992)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Shaw et al., 2005)를 바탕으로 4

가지 세부 가치에 대한 문항을 가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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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사회성(Prosocial)

친사회성은 선행의 개념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과 전체 환

경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Schwartz & Bilsky,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Shaw et al., 2005)를 바탕으로 5가지 세부 가치에 대한 문

항을 가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3) 보편성(Universalism)

보편성은 선행, 친사회성의 범위를 넘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감사, 관용, 그리고 보호와 관련된 동기이다

(Schwartz,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1990; Shaw et al., 2005)를 바탕으로 3가지 세부 가치

에 대한 문항을 가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이타주의적 가치에 대한 측정 문항은 다음의 < 표 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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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이타주의적 가치 측정 문항 >

변

수
문항 출처

선

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다.

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Shaw et al.

(2005)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주변으로부터 신뢰 받는다.

진정성 있고 정직한 삶을 산다.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서로 의지한다.

친

사

회

성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

든다.

부정부패를 막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정의를 실

현한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사상, 신념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갈등,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친구, 소속 집단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보

편

성

환경을 지키고 보존한다.

자연과 함께 동화된 삶을 산다.

동물 실험이나 학대에 반대한다.

2) 자기표현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는 이타주의적 가치에 대응되는 잠재 변수로서 특정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의식 수준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과 관계된다. 이 요인을 측정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을 하위 요

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를 비

교하여 살펴보려는 연구 의도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보다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내고자 온라인 설문의 특징(이미 응답한 앞 문항

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활용하여 자기표현적 가치에 관한 문항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타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

다. 각 하위 요인은 응답자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의 일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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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1) 체면지향행동

체면지향행동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인격과 능력

이 있음을 타인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행동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

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이석

재·최상진,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최상진(2001)이 개발한 체면지향

행동 척도 중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에 관한 6문항을 선별하였다.

(2) 상징소비성향

상징소비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개인의 내적·외적 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한 소비로서 소비 목표가 지향하

는 바에 따라 자신의 만족이나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지향 상징적

소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타인지향 상징적 소

비'로 구성된다(황혜선·김기옥,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구성

체로 보고, 황혜선·김기옥(2006)이 개발한 척도에서 8문항을 선별하였다.

(3) 흐뭇함

흐뭇함은 이타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신의 이미지나 자신의

박애주의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증대시키려는 이기

적 동기(Andreoni, 1990)로서 본 연구에서는 Nunes & Schokkaert(2003)

의 연구에 사용된 5문항을 가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자기표현적 가치에 대한 측정 문항은 < 표 3-2 >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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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자기표현적 가치 측정 문항 >

변

수
문항 출처

체

면

지

향

행

동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행동한다.

이석재·

최상진

(2001)

공공장소에서는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질서를 우선

시한다.

상대방의 말이 틀리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긍정적

으로 반응한다.

적은 경제적 부담이라도 타인에게 전가하기보다

내가 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은 지킨다.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품위 있게 행동한다.

상

징

소

비

성

향

소비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단이다.

황혜선·

김기옥

(2006)

소비는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소비는 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는 도구이

다.

더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소비를 한

다.

소비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소비를 통해 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소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배경을 추측하는

기준이 된다.

유행 등 주변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 민감한 편이

다.

흐

뭇

함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회단체나 캠페인이 있다.

Nunes &

Schokkaert

(2003)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활동에 적극적

으로 동참할 것이다.

자원 봉사나 기부, 헌혈 등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

여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노숙자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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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소비 태도

윤리적 소비 태도는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상태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은정(2011)의 윤리적 소

비 태도에 대한 4가지 문항을 가공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윤리적 소비 태도에 관한 문항은 윤리적 소비 행동에 관한 문항과 함

께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

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 표 3-3 윤리적 소비 태도 측정 문항 >

문항 출처

윤리적 소비는 바람직한 일이다.
허은정

(2011)

윤리적 소비는 즐거운 일이다.

윤리적 소비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일반 제품 소비보다 윤리적 소비를 선호한다.

4) 윤리적 소비 행동

윤리적 소비 행동 문항은 응답자가 실생활에서 소비를 함에 있어 얼마

나 윤리적 소비에 가까운지에 대해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 개발된 9개 영역의 윤리적 소비 행동 문항

중 소비 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7개 영역(구매운동, 불매운동, 녹색

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의 16개 문항

을 선별하였다.

윤리적 소비 행동에 관한 문항은 윤리적 소비 태도에 관한 문항과 함

께 제시하였다. 각 하위 요인은 응답자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의

일치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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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출처

구매운동

환경 친화적 기업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천경희 외

(2010)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

입한다.

불매운동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다.

환경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제품은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다.

녹색소비
일회용 제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한다.

로컬소비

외국산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먹는다.

가능한 대형유통점보다 재래시장을 이용

한다.

공정무역

가격이나 품질이 같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초콜릿이나 커피를 구매할 때 가능한 공

정 무역 제품을 선택한다.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를 한다.

절제와

간소한 삶

소비를 줄이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간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해 오

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기부와 나눔

각종 매체나 캠페인, 사회단체의 기부 활

동에 참여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재활용하거나 이

웃과 나눔하여 사용한다.

< 표 3-4 윤리적 소비 행동 측정 문항 >

2. 조사 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조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8 -

독립 변수에는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의 두 변수를 선정하

였고, 다시 선행, 친사회성, 보편성을 이타주의적 가치의 하위 요인으로,

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을 자기표현적 가치의 하위 요인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윤리적 소

비 행동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Cronbach's α값을 살펴보면, 독립 변수인 이타

주의적 가치(.872), 자기표현적 가치(.859)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특히 선행(.737), 친사회성(.720), 보편성(.661), 체면지향행동(.692), 상징

소비성향(.910), 흐뭇함(.723)의 개별 하위 요인들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한 편, 종속 변수인 윤리적 소비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는 윤리적 소비

태도(.803)의 신뢰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윤리적 소비

행동의 측정에 쓰인 16개 문항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신

뢰도가 낮게 나타난 5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녹색소비 행

동이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신뢰도가 확보된(.801) 11개 문

항을 분석에 활용하고, 윤리적 소비 행동의 유형화에 있어서도 구매운동,

불매운동, 로컬소비, 공정무역,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의 6개 영

역을 바탕으로 유형화하도록 할 것이다.

< 표 3-5 >는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문항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

도 분석 결과이다.

< 표 3-5 신뢰도 분석 결과 >

변수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이타주의적 가치

선행(Benevolence) 4 .737

.872친사회성(Prosocial) 5 .720

보편성(Universalism) 3 .661

자기표현적 가치

체면지향행동 6 .692

.859상징소비성향 8 .910

흐뭇함(Warm-glow) 5 .723

윤리적 소비 태도 4 .803

윤리적 소비 행동 11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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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대상 표본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1월 28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설문은 성별과 거

주지, 연령대를 할당하여 서울과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SPSS 20.0 프로그램으

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등

을 이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

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역별 유형화를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 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조사한 것

은 성별, 연령, 자녀 유무,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교,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회 계층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 표 3-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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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 집단 N(명) 백분율(%)

성별
남 156 49.5

여 159 50.5

연령대

20대 76 24.1

30대 80 25.4

40대 77 24.4

50대 82 26.0

자녀
있음 186 59.0

없음 129 41.0

프로그램

참가 경험

있음 35 11.1

없음 280 88.9

종교

기독교 72 22.9

불교 72 22.9

천주교 39 12.4

기타 / 없음 132 41.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 1.9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16.8

전문대학 졸업 이하 47 14.9

대학교 졸업 이하 172 54.6

대학원 재학 이상 37 11.7

월평균

가계 소득

888만 원 이상 11 3.5

525만원 이상 ~ 888만원 미만 53 16.8

350만원 이상 ~ 525만원 미만 132 41.9

245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8 24.8

144만원 이상 ~ 245만원 미만 34 10.8

144만원 미만 7 2.2

주관적

사회 계층1)

상하 5 1.6

중상 79 25.1

중하 160 50.8

하상 59 18.7

하하 12 3.8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56명(49.5%), 여자가 159명(50.5%)이었

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0대 76명(24.1%), 30대 80명(25.4%), 40대 77명

(24.4%), 50대 82명(26.0%)로 나타났다. 한 편,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 자신의 주관적 사회 계층에 대한 '상상'의 응답자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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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명(59.0%)이었으며, 강연, 토론, 봉사 활동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가 전체의 11.1%(35명)에 지나지 않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종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 72명(22.9%), 불교 72명

(22.9%), 천주교 39명(12.4%), 기타 / 없음 132명(41.9%)으로 나타났고,

학력에 있어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6명(1.9%),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명

(16.8%), 전문대학 졸업 이하 47명(14.9%), 대학교 졸업 이하 172명

(54.6%), 대학원 재학 이상 37명 (11.7%)으로 전체 응답자의 66.3%(209

명)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계 소득과 관련해서는 개방형 문항을 통해 소

득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금액을 "2011년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2011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2011년

중위소득", "OECD 소득 계층 구분 기준"에 따라 6집단으로 구분하였는

데, 최저생계비 미만(144만원 미만) 집단이 7명(2.2%), 144만원 이상 ~

245만원 미만 34명(10.8%), 245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78명(24.8%),

350만원 이상 ~ 525만원 미만 132명(41.9%), 525만원 이상 ~ 888만원 미

만 53명(16.8%), 888만원 이상 11명(3.5%)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계층에 있어서 하위 집단이 41명(13.0%), 중위 집단이 210명(66.7%), 상

위 집단이 64명(20.3%)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는 하하 12명(3.8%), 하상 59명(18.7%), 중하 160명(50.8%), 중상

79명(25.1%), 상하 5명(1.6%)으로 나타나 하위 집단이 71명(22.5%), 중위

집단이 239명(75.9%), 상위 집단이 5명(1.6%)으로 월평균 가계 소득에

의한 집단 구분 양상과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 계층을 상

상으로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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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4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그를 위해 선정된 변수들을 바

탕으로 실증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

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리적 소비의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

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고, 그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윤리적 소비 태도와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가치 성향과 윤리적 소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 1 절 윤리적 소비 행동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천경희 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7개 영역의

윤리적 소비 행동(구매운동, 불매운동,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절

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

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녹색소비를 제외한 6개 영역의 윤리적 소비 행

동(구매운동, 불매운동, 로컬소비, 공정무역,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이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였으며,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문

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량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

였다. 본 요인 분석에 있어서의 KMO 측도는 .809,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은 유의확률 .000으로서 요인 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설명된 총 분산은 60.477%였다.

< 표 4-1 >은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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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윤리적 소비 행동의 요인 분석 결과 >

유형 변수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누적(%)

유형 1

(사회의식적

소비)

로컬소비2 .784 .616

2.575

23.412공정무역2 .682 .635

공정무역1 .658 .576

23.412기부와 나눔 .641 .470

로컬소비1 .609 .468

유형 2

(행동주의적

소비)

구매운동2 .818 .754

2.150
19.543

불매운동 .768 .617
42.956구매운동1 .725 .646

유형 3

(절제적

소비)

절제와 간소한 삶2 .818 .681

1.927
17.521

절제와 간소한 삶3 .770 .575
60.477절제와 간소한 삶1 .683 .614

KMO .809

Bartlett 구형성 검정 999.972

유의확률 .00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6개 행동 영역을 3개 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

었다. 유형 1에는 로컬소비, 공정무역, 기부와 나눔 행동이 속했으며, 이

들 행동은 소비 행동을 통해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

식으로부터 발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식적 소비'라

고 명명하였다. 유형 2에는 구매운동과 불매운동이 속했으며, 이들 행동

은 소비자가 주어지는 선택 사항 중에서 수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적 소비'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유형 3에

는 절제와 간소한 삶이 속했으며, 이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는 절약이나 절제된 생활도

감수한다는 점에서 '절제적 소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비 행동을 크게 사회의식적 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기부와 나눔), 행동주의적 소비(구매운동, 불매운

동), 절제적 소비(절제와 간소한 삶)의 3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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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윤리적 소비의 수준

본 절에서는 먼저 윤리적 소비에 관한 태도와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

동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고, 다음

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라 그 수준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윤리적 소비의 전반적인 수준

< 표 4-2 >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유형

별 행동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 표 4-2 윤리적 소비의 전반적인 수준 >

태도

행동

사회의식적

소비

행동주의적

소비

절제적

소비

평균(표준편차) 3.91(.58) 3.10(.64) 3.56(.70) 3.81(.69)

전체 응답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는 3.91이었으며, 유형별 윤리

적 소비 행동의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의식적 소비가 3.10, 행동주의적 소

비가 3.56, 절제적 소비가 3.81로 나타났다. 이것을 볼 때,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윤리적 소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에 있어서는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

인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절제적 소비는 태도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

으나, 소비가 소비자 자신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식

적 소비와 행동주의적 소비는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준은 낮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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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윤리적 소비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다양성, 품

질, 가격 등과 관련한 장해 요소가 존재하고(고애란 2009), 윤리적 소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스스로 비용의 희생

을 감수하면서까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연구(노채

영, 1991; Uusitalo, 1990; Laroche, Bergeron, & Barbaro-Forleo, 2001)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에 있어 영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절제

적 소비의 경우, 최근의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힐링'에 초점이 맞추어 지

면서 현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정신적 중독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해지고(김난도 외, 2012), 이에 따라 정신적·물질적으로 검소한 생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소비나 절약, 재

활용 등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윤

리적 소비를 통해 절제적 소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소비자들이 로컬소비나 공정무역 등의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홍은실·신효연, 2011), 절제적 소비가 절약의 의

미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실천 가능하면서도 소비자 자신에게 직접

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행동주의적 소비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데 의식적인 노력에 탐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사회의식적

소비는 행동주의적 소비에 필요한 의식적 노력과 탐색 비용의 위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

수준이 태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윤리적 소비의 수준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윤리적 소비의 태도 및 유형

별 행동 수준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 t검정과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자녀,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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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교,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 주관적 사

회 계층의 8개 요인이다.

성별에 따라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태도 수준에 대한 t값이 –

3.228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유형별 행동 수준에 있어서

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4.01)이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남성(3.80)보다 윤리적 소비 태도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행동 수준에 대한 분석 결

과, 윤리적 소비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의식적 소비 수

준의 F값이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3.26)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40대(3.15), 20(3.04)~30대(2.95)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흐름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 익

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t

값이 사회의식적 소비 3.590, 절제적 소비 2.687로 각각 .01, .05 수준에서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경우(3.47/4.09)가 없는 경우(3.05/3.7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태도와 행동주의적 소비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직까지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

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관련 프로그램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른 윤리적 소비 수준 분석 결과에서는 윤리적 소비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의식적 소비에 있어서는 .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이 윤리적 소비 행동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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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에서 로컬

소비나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행사를 많이 개최하며, 종교

활동을 통해 기부나 나눔과 같은 윤리적 소비 행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 계층에 따른 윤리적 소비 수준 차이에서는 사

회의식적 소비의 수준에 있어 .05 수준에서의 유의한 계층별 차이가 있

었다. 세부적인 계층 차이를 살펴보면, 상하 계층과 나머지 중상~하하 계

층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사회의식적 소비의 하위 요소인

로컬소비, 공정무역, 기부의 특성이 소비 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는 해당 편익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 계층

을 상층으로 인지하는 소비자의 경우, 그에 합당한 의식 및 행동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자녀, 학력, 월평균 가계 소득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요인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도 학력이나 월평균

가계 소득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던데 반해 본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으며, 특히 자녀의 유무 요인

이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육아나 자녀 교육을 위한 윤

리적 소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윤리적 소비 생활 습

관의 자녀에 대한 간접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교육 내용의 전달보다는 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나

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윤리적 소비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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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윤리적 소비의 수준 >

변

수
집단 태도

행동
변

수
집단 태도

행동

사회의식

적 소비

행동주의

적 소비

절제적

소비

사회의식

적 소비

행동주의

적 소비

절제적

소비

성

별

남 3.80(.57) 3.09(.64) 3.57(.70) 3.74(.70)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3.54(.40) 3.37(.61) 3.28(.44) 3.94(1.22)

여 4.01(.56) 3.11(.64) 3.55(.69) 3.88(.6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3(.56) 3.15(.71) 3.58(.70) 3.78(.77)

t -3.228** -.308 .296 -1.836 전문대학 졸업 이하 3.92(.57) 3.19(.59) 3.57(.52) 3.94(.54)

연

령

대

20대 3.93(.56) 3.04(.78)a 3.53(.75) 3.82(.67) 대학교 졸업 이하 3.90(.58) 3.07(.65) 3.54(.71) 3.76(.68)

30대 3.92(.58) 2.95(.61)a 3.53(.74) 3.71(.66) 대학원 재학 이상 3.94(.63) 3.02(.56) 3.65(.85) 3.86(.64)

40대 3.91(.57) 3.15(.48)ab 3.52(.65) 3.74(.69) F .669 .790 .450 .815

50대 3.86(.58) 3.26(.63)b 3.65(.65) 3.95(.71)

월

평

균

가

계

소

득

888만원 이상 3.84(.58) 2.95(.68) 3.39(.74) 3.33(.73)

F .127 3.581* .638 1.921
525만원 이상 ~

888만원 미만
3.96(.59) 3.17(.70) 3.64(.63) 3.84(.72)

자

녀

있음 3.92(.59) 3.16(.58) 3.58(.61) 3.82(.66)
350만원 이상 ~

525만원 미만
3.95(.56) 3.16(.57) 3.61(.71) 3.81(.73)

없음 3.90(.56) 3.02(.72) 3.53(.81) 3.78(.72)
245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3.86(.57) 2.96(.71) 3.46(.65) 3.80(.59)

t .305 1.879 .505 .551
144만원 이상 ~

245만원 미만
3.78(.60) 3.14(.61) 3.50(.83) 3.95(.64)

프

로

그

램

있음 4.06(.66) 3.47(.65) 3.76(.67) 4.09(.65) 144만원 미만 3.68(.47) 3.00(.70) 3.71(.73) 3.52(.47)

없음 3.89(.56) 3.05(.63) 3.53(.70) 3.77(.68) F 1.042 1.376 .839 1.637

t 1.439 3.590** 1.883 2.687*
주

관

적

사

회

계

층

상하 4.20(.41) 3.72(.69)b 4.00(.62) 3.53(.73)

종

교

기독교 3.95(.48) 3.27(.59)b 3.65(.63) 3.85(.58) 중상 3.87(.57) 3.20(.58)a 3.61(.69) 3.66(.68)

불교 3.88(.57) 3.13(.65)ab 3.53(.73) 3.80(.73) 중하 3.95(.58) 3.09(.62)a 3.54(.73) 3.86(.70)

천주교 3.99(.67) 3.23(.70)b 3.56(.78) 3.87(.72) 하상 3.85(.59) 2.97(.74)a 3.49(.60) 3.89(.62)

기타 / 없음 3.87(.60) 2.95(.62)a 3.52(.69) 3.77(.71) 하하 3.79(.53) 2.98(.64)a 3.69(.80) 3.72(.75)

F .691 4.827** .586 .344 F .864 2.454* .891 1.610

(괄호): 표준편차, (유의수준: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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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윤리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본 절에서는 이타주의적 가치(선행, 친사회성, 보편성), 자기표현적 가

치(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자녀,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교, 학력, 월평균 가계 소

득, 주관적 사회 계층)이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

수준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윤리적 소

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윤리적 소비 태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표 4-4 윤리적 소비 태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독립 변수 하위 요인 B β

이타주의적 가치

선행 .235 .217**

친사회성 .096 .086

보편성 .103 .116

자기표현적 가치

체면지향행동 .106 .087

상징소비성향 .138 .183***

흐뭇함 .113 .120

성별(여자) .127 .110*

연령 -.007 -.145*

자녀(있음) .089 .076

프로그램(참가 경험 있음) .036 .019

종교(있음) .036 .033

학력(전문대학 졸업 이상) .020 .014

월평균 가계 소득 .000 -.004

주관적 사회 계층 -.015 -.021

상수 1.217

R2 .379

수정된 R2 .350

F 13.087***

Durbin-Watson 1.962

(유의수준: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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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윤리

적 소비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은 결

정계수 R2이 .379, F값이 13.087, 유의확률은 .000으로 표본 회귀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차 한계는 모두 .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Durbin-Watson값은 1.962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면

서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 분석 결과, 일정 유의수준 하에서 선행(p<.01), 상징소비성향

(p<.001), 성별(p<.05), 연령(p<.05)이 윤리적 소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타

주의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선행이 윤리적 소비 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

을 나타내었고, 뒤를 이어 자기표현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상징소비성향,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하위 요인인 연령,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령은 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윤리적 소비 태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윤리적 소비 태도에 있어서 이타주의적 가치인 선행이 자

기표현적 가치인 상징소비성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는데, 타인이나 사회, 환경에 대해 기여하는 것이 옳다는 소비자들의

이자주의적인 가치 성향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성향

에 비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연령이 낮을수록 윤리적 소비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에는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소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점차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생활

반경을 넘어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식들이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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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하위 요인 B β

이타주의적 가치

선행 -.134 -.112

친사회성 -.002 -.002

보편성 .211 .215**

자기표현적 가치

체면지향행동 .092 .068

상징소비성향 .081 .096

흐뭇함 .378 .361***

태도 .052 .047

성별(여자) -.106 -.083

연령 .006 .105

자녀(있음) -.016 -.013

프로그램(참가 경험 있음) .221 .108*

종교(있음) .154 .119*

학력(전문대학 졸업 이상) -.101 -.062

월평균 가계 소득 .000 -.103

주관적 사회 계층 .076 .096

상수 .518

R2 .358

수정된 R2 .326

F 11.116***

Durbin-Watson 1.869

(유의수준: ***p<.001, **p<.01, *p<.05)

2.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여기에서는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

리고 윤리적 소비 태도가 윤리적 소비 행동에 있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 사회의식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표 4-5 사회의식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사회의식적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은

결정계수 R2이 .358, F값이 11.116, 유의확률은 .000으로 표본 회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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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차 한계는 모두 .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Durbin-Watson값은 1.869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면

서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 분석 결과, 일정 유의수준 하에서 보편성(p<.01), 흐뭇함(p<.001),

프로그램 참가 경험(p<.05), 종교(p<.05)가 사회의식적 소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자기표현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흐뭇함이 사회의식적 소비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나타내었고, 뒤를 이어 이타주의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보편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하위 요인인 종교, 프로그램 참가 경험 순

으로 나타났다.

사회의식적 소비는 자기표현적 가치의 영향력과 이타주의적 가치의 영

향력의 차이가 다른 행동 유형과 비교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

회의식적 소비가 행동주의적 소비나 절제적 소비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나 탐색 비용 및 시간 등 실천에 요구되는 소비자의 개인적 노력과 희생

의 정도가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종교가 있는 경우에

사회의식적 소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 단체 내에서 로컬소비

나 공정무역 상품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종교 활동을 통

해서 기부 활동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행동주의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행동주의적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은

결정계수 R2이 .319, F값이 9.318, 유의확률은 .000으로 표본 회귀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차 한계는 모두 .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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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였고, Durbin-Watson값은 2.031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면

서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4-6 행동주의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독립 변수 하위 요인 B β

이타주의적 가치

선행 -.160 -.122

친사회성 .283 .209*

보편성 .143 .134*

자기표현적 가치

체면지향행동 .129 .087

상징소비성향 .116 .127*

흐뭇함 .123 .108

태도 .286 .236***

성별(여자) -.159 -.114*

연령 .005 .086

자녀(있음) -.099 -.070

프로그램(참가 경험 있음) .089 .040

종교(있음) .035 .025

학력(전문대학 졸업 이상) -.018 -.010

월평균 가계 소득 .000 -.061

주관적 사회 계층 .036 .042

상수 .106

R2 .319

수정된 R2 .284

F 9.318***

Durbin-Watson 2.031

(유의수준: ***p<.001, **p<.01, *p<.05)

회귀 분석 결과, 일정 유의수준 하에서 친사회성(p<.05), 보편성

(p<.05), 상징소비성향(p<.05), 태도(p<.001), 성별(p<.05)이 행동주의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태도가 행동주의적 소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

었고, 뒤를 이어 이타주의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친사회성과 보편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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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적 가치의 하위 요인인 상징소비성향,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 하위 요인인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주의적 소비에 있어서는 요인의 영향력에 있어 이타주의적 가치인

친사회성과 보편성이 자기표현적 가치인 상징소비성향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친사회성과 보편성이 이타주의적 가치 중에서도 사회 집단 사이의

관계나 전체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성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가치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구매운동이나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의 윤

리적 생산을 촉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제고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다른 소비자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 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동주의적

소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화장품 등 미용 관련 상품에 대한 민감

도가 높고, 친환경 화장품이나 건강에 좋은 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절제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이타주의적 가치, 자기표현적 가치, 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절제적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은 결정

계수 R2이 .176, F값이 4.263, 유의확률은 .000으로 표본 회귀식은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차 한계는 모두 .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Durbin-Watson값은 1.91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면

서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여러 요인들 중 프로그램 참가 경험

만이 절제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제적 소비 행동이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서 타인

이나 사회, 환경을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절약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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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년 시절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생활 습관으로 인식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절제적 소비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타인

이나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타주의적 가치에 대한 추구나 자

신을 표출하고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표현적 가치에 대한 추구이

기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적 소비 행동인 것에 가까

운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7 절제적 소비의 영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 >

독립 변수 하위 요인 B β

이타주의적 가치

선행 .103 .080

친사회성 .191 .144

보편성 .124 .118

자기표현적 가치

체면지향행동 -.022 -.015

상징소비성향 -.027 -.030

흐뭇함 -.009 -.008

태도 .141 .119

성별(여자) .093 .068

연령 .001 .018

자녀(있음) .005 .003

프로그램(참가 경험 있음) .305 .140*

종교(있음) .035 .025

학력(전문대학 졸업 이상) .039 .022

월평균 가계 소득 .000 -.092

주관적 사회 계층 -.070 -.082

상수 2.035

R2 .176

수정된 R2 .135

F 4.263***

Durbin-Watson 1.917

(유의수준: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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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로부터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과 함의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 행동을 유형화한 후,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에 관한 태도 및 유형별 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크게 이타주의적 가치(선행, 친사회성, 보편성)와 자기표

현적 가치(체면지향행동, 상징소비성향, 흐뭇함)의 2가지로 설정하여 이

들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이것을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소비 행동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로

컬소비, 공정무역, 기부와 나눔 등 소비 행동을 통해 타인이나 사회, 환

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 사회의식적 소비(유형 1), 구매운동,

불매운동과 같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구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주의적 소비(유형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와 간

소한 삶과 같이 자신의 편리함을 감수하고 나의 소비가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절제적 소비(유형 3)가 그것이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태도 수준은 3.91로 높은 편

이었다. 윤리적 소비의 유형별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의식적 소비가

3.10, 행동주의적 소비가 3.56, 절제적 소비가 3.81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

로 할 때, 응답자들은 윤리적 소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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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윤리적 소비 행동의 실천에 요구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나 노력

이 증가될수록 행동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행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태도에 있어서는 성별이 유일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4.01)이 남성(3.80)보다 윤리적 소비 태도 수

준이 더 높았다. 한 편, 행동에 있어서는 연령대(사회의식적 소비), 프로

그램 참가 경험(사회의식적 소비/절제적 소비), 종교(사회의식적 소비),

주관적 삶의 계층(사회의식적 소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

대(3.26), 40대(3.15), 20(3.04)~30대(2.95)대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윤리

적 소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3.47/4.09), 종교

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적 사회 계층의 상층 이상인 경우에 유형별 윤

리적 소비 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제반 독립 변수에 따른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윤리적 소

비 행동을 살펴본 결과, 윤리적 소비 태도에 있어서는 선행, 상징소비성

향, 연령, 성별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소비 행동

은 행동 유형별로 영향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

저 사회의식적 소비에 있어서는 흐뭇함, 보편성, 종교, 프로그램 참가 경

험 순으로 영향력이 컸고, 행동주의적 소비에 있어서는 태도, 친사회성,

보편성, 상징소비성향, 성별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한 편, 절제적 소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참가 경험만이 유일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 행동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

한 태도 및 유형별 행동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을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얻은 결론과 그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행동의 수준은 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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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나타났으나, 행동이 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윤리적 소비 행동을 실천하지

는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윤리적 소비 자체에 대

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편

익의 가치가 크지 않고, 윤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윤리적 상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고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 많은 장해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학력, 월평균 가계 소

득과 같은 요인이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사회 계층이 윤리적 소비 행동의 영향 요인이라

는 연구 결과는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 의식의 개선임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소비 활동이

경제적 효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소비 활동은 경제적

효용 이외에도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후속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지구적 효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도 의식을 갖추고 윤

리적 소비가 사회 구성원 간의 공생이 가능케 하는 수단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자신의 소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발

전을 위한 의식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적 소비 태도 및 유형별 행동 수준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성별이나 연령대, 윤리적 소비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종

교, 주관적 삶의 계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 참가 경험에 따라 유형별 윤리적 소비

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정

보를 각 계층의 소비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포하는 등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접근성의 향상이 뒷받

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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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 제언자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전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정보

를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한 편, 소비자

가 윤리적 소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발적인 실천 행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윤리적 소비 행동의 실천에 대해 그것을 위해 감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윤리

적 소비를 통해 자기표현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주관적 사회

계층에 따라 윤리적 소비 행동의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윤리적 소비에

관한 홍보물이나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윤리적 소비자가 사회적으로

의식 있고,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 또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타주의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비

교를 통해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 자기표현적 가치 역시 중요한 영향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재해석한다면 윤리적 소비가

이타주의에 그 본질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도 자신의 가

치를 드러내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이타

성의 이면에는 자신의 만족에 대한 추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양심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윤리적 상품이 일반 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

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윤리적 상품의 생산자 혹은

기업은 윤리적 상품의 판매를 단순한 소비자의 이타성이나 도덕심에 호

소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윤리적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타인과

사회, 환경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동시

에 해당 상품이 지니는 가치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

일반 상품에 뒤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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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소비 행동과 그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설문입

니다.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귀하가 가진 평소의 생각

이나 태도, 행동 등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 확보를 위하여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문

항에 빠짐없이 신중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오직 본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설문에 대한 귀하의 참여는 소비자에 관

한 연구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행태연구실

2012년 11월

1.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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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

다

지

않

다

다 다

1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회적 규범

에 맞추어 행동한다.

2
공공장소에서는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질서

를 우선시한다.

3
상대방의 말이 틀리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4
적은 경제적 부담이라도 타인에게 전가하

기보다 내가 진다.

5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본분

은 지킨다.

6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품위 있게 행

동한다.

7 소비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단이다.

8
소비는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나타낸다.

9
소비는 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

는 도구이다.

10
더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소비를 한다.

11 소비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12
소비를 통해 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13
소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배경을

추측하는 기준이 된다.

14
유행 등 주변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 민감

한 편이다.

15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회단체나 캠페인이

있다.

16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17
자원 봉사나 기부, 헌혈 등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할 때 행복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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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사회봉사 활동

을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19
노숙자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기 어렵다.

2.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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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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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친구, 소속 집단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2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다.

3
부정부패를 막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4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주변으로부터 신뢰

받는다.

5
나와 다른 생각이나 사상, 신념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6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삶을 산다.

7
갈등,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

다.

8 동물 실험이나 학대에 반대한다.

9 환경을 지키고 보존한다.

10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서로 의지한다.

11 진정성 있고 정직한 삶을 산다.

12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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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소비는 바람직한 일이다.

2 윤리적 소비는 즐거운 일이다.

3 윤리적 소비는 가치 있는 일이다.

4
일반 제품 소비보다 윤리적 소비를 선호

한다.

5 앞으로 윤리적 소비를 할 의사가 있다.

6
환경 친화적 기업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7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

입한다.

8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다.

9
환경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제품은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다.

10 일회용 제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11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한다.

12 외국산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먹는다.

13
가능한 대형유통점보다 재래시장을 이용

한다.

14
가격이나 품질이 같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15
초콜릿이나 커피를 구매할 때 가능한 공

정 무역 제품을 선택한다.

16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를 한다.

3.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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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비를 줄이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8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간다.

19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해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20
각종 매체나 캠페인, 사회단체의 기부 활

동에 참여한다.

21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재활용하거나 이웃

과 나눔 하여 사용한다.

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5. 귀하의 출생년도(양력 기준)는 언제입니까?

( )년

6.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7.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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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는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예: 강연, 토론 등)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③ 전문대학 졸업 이하

④ 대학교 졸업 이하

⑤ 대학원 재학 이상

10.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원

11. 귀하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사회적 계층은 어느 수준입니

까?

하 중 상

① 하 ② 상 ③ 하 ④ 상 ⑤ 하 ⑥ 상

― 끝,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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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Determinants of

Ethical Consumption

Hyuk Moon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esting in ethical consumption has been increasing to solve the

problems of consuming society. However, from a perspective of

rationality, ethical consumption is irrational behavior since it makes

people spend more money and time for other's welfare not for own's

satisfaction. Regarding this, a question arise whether ethical

consumption is seeking of altruism or seeking of other undisclosed

value.

This study define ethical consumption according to scope of

influence and intrinsic criterion for decision making as follows.

"Ethical consumption is consuming activity which consider not only

benefits for myself but also influence for whole environment including

others, society, and mother nature based on oneself's moral belief

taking long-term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ption, research conducted for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research classified ethical consumption. Classification of

ethical consumption was attempted to classify typical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like Buycott, Boycott, Green consumption, Local



- 66 -

consumption, Fair trade, Temperance for simplicity of life, and

Donation and sharing as per common attributes.

Second, it examined the level of ethical consumption. The overall

level of attitudes and behavior in ethical consumption and level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were examined.

Third, it examined determinants of ethical consumption and how

different its influence relatively. Altruistic Value which composed of

Benevolence, Prosocial, and Universalism and Self-expressive value

which composed of Face-saving, Symbol consumption, and

Warm-glow, demographic factors, and attitudes were assumed as

determinants of ethical consumption.

Findings of each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First, six behavior types of ethical consumption are utiliz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and are classified into three-dimensional area.

Socio-conscious consumption(Local consumption, Fair trade, Donation

and sharing) is manifestation of consciousness to contribute to others,

society, and environment. Activistic consumption(Buycott, Boycott) is

assertive behavior that mean participate in purchasing decision

making and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actively. Ascetic

consumption(Temperance for simplicity of life) is acception of

inconvenience considering influence of consumption.

Second, the level of attitudes and behavior in ethical consumption is

quite high, but behavior level was low compared to the attitudes

level. Ascetic consumption, Activistic consumption, and

Socio-conscious consumption were ranked in order of level. Level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are as follows. Female

showed high level of ethical consumption attitudes than male. 50s is

the highest group toward level of Socio-conscious consumption. 40s,

20s, 30s were followed. Experiences of program that related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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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was significant in Socio-conscious consumption and

Ascetic consumption. And the group having a religion and upper

class in subjective social hierarchy showed high level of

Socio-conscious consumption.

Third, followed by Benevolence, Symbol consumption, Age(-),

Gender(Female) in attitudes of ethical consumption. Warm-glow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Socio-conscious consumption. Symbol

consumption, Universalism, Religion, Participation experience for

related program were followed. On the other hand, attitude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Activistic consumption and followed by

Prosocial, Universalism, Symbol consumption, Gender(Female).

Participation experience for related program was the only factors

influencing Ascetic consumption.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thre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consumers recognize that ethical consumption is

good, they do not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because they don't

want to tolerate his/her financial loss. To improve this, consumers

should consider that his consumption can affect not only himself but

also others, society, and environment. Furthermore consumers have to

hold long-term perspective in the improvement of consciousness level.

Second, to lead consumers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government

makes sure of variety of programs. An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f ethical consumption should be enhanced. Especially, maintenance of

circumstances and establishing of policies are important in order to

make consumers has an interest and obtain information to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Third, consumers have altruism. And they also has tendency of

pursuing for self-expressive value. This mean ethic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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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not be activated by just appealing of moral fiber. So companies

who produce ethical products try to develop good products and

services which provide socio-economic benefits to consumers and

assure that they can contribute to make the world better by ethical

consumption.

Keywords: Ethical Consumption, Classification, Determinants,

Altruism, Self-expressive, Attitudes

Student Number: 201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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