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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가 미친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 지속가능소비를 가속하는 기회가 

된 점이다(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배송 업무 종사

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은 크게 증폭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의식과 실

제 행동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높아진 실천 의식을 실천 행동으로 연

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과

는 다른 소비습관으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는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

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소비자가 행동을 변화하는데 장벽이 되며, 지속적인 실천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2020년 7월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그린 뉴딜을 융복합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속

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지속가능소비의 융

합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

활에 밀접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와 오늘날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정보통신기

술은 초연결의 특징을 띤다는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실천 의식을 실천 행

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

천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초연결기술과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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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개념화하였으며, 정성조사를 통해 실제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실천의 변화는 어떠한지, 소비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거 영역에서는 스마트홈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조명, 다양한 스마트 가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통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커넥티드 

카, 공유이동수단서비스, 네비게이션과 대중교통정보 어플이 주로 사용되

고 있었으며,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중고거래플랫폼, 모바일 뱅킹, 모바

일 결제, 모바일 청구서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자원의 사용이 

필요했던 재화를 무형으로 대체한 모바일 팩스와 IPTV, 그리고 소셜네트

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 탐색 및 공유 등이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연결기술이었다. 

둘째,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여 실천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원과 

천연 자원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자신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으며, 사회 구성원

끼리 더 많이 연결되어 재화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셋째,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

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제품을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귀찮고 불편했던 

실천 방식이 간단하고 편리해졌으며,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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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넷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 

실천 수준이 낮았던 소비자들은 원격제어, 자율모드 등을 통해 실천의 불

편함이 크게 감소되었고 공유이동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대안이 증가하여 

실천하기 어렵던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평소 지속가능

소비 실천 수준이 높았던 소비자들도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대한 의식이 크게 강화되어 실천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사회

적인 참여로 확장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된 계기

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많았던 소비자들은 자

신이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연결기술을 발견하고 지속가능소

비 실천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초연결기술을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없었지

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초연결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가 사

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어 이후에는 지속

가능소비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된 소비자들도 있

었다. 

여섯째, 초연결기술의 특성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원활한 연결, 조작 편리성과 용이성, 기기의 확장성 등은 초연결기술을 활

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게 하였다. 반면에 원활하지 않은 접속, 

업데이트로 인한 변화와 같은 기술적 한계를 경험하거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상대적 이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인터페이스가 친숙하지 않아 오

히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에는 초연결기술의 활용

이 중단되고, 이를 활용한 실천의 중단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일곱째,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시작과 지속,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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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주관

적,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초

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비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으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효용이 제공될 수 있는지, 공공 자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는지,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감되는지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

은 기존 방식으로의 실천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의 실천을 상대

적으로 비교하여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지

속가능소비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초연결기술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이기적, 이

타적 동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사

용량이나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귀찮고 불편했던 실천 방식을 간편하게 만들어주었으며, 

새로운 대안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함

으로써 실천하기 어렵던 행동의 실천 빈도가 높아지거나, 동일한 노력 대

비 실천의 효과가 증대되거나, 실천 의식이 크게 강화되거나, 다른 영역의 

실천으로 확장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

속가능소비를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소비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줄이

면서 실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차별화된 효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들은 하나의 어플로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한꺼번에 실천할 수 있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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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비자의 실천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연결기술을 활용해야만 가

능해지는 차별화된 효용이 있는 경우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

비 실천을 지속하였으며, 기존 방식과 차별점이 없다면 초연결기술을 활용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

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더욱 지속가능한지를 상대

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연결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소비자 개인적 측면에서

도 분명한 효용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해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

천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한

계점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

는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실천의 불편이 감소하였으며, 새로운 대안이 확장

되어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

거나 제공되는 글씨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

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하였다. 소비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증가되어 오히려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업데이트로 인한 연결의 끊김이나 

조작의 복잡성과 같이 오히려 실천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초연결 기기를 활용하는 실천 방식은 초연결 기기 생산에 드는 자원과 구

입 비용, 사용과정에서의 전기 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

한 실천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초연결기술을 통해 공유자

원의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공유자원의 관리상태를 기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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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소비자의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소비와 

관련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술을 활용한다는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

천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친 기술적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초연결기술의 활용은 개인화된 실천

과 사회적인 실천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마다 지속가

능소비를 실천하는 동기와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적으

로 공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초연결기술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실천 대안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선

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비자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소

비 실천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개인화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지역 내 소비자간 거래와 이동이 활발해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

소비 실천이 활발해지기도 하였다. 나아가 초연결기술을 통해 소비자들끼

리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실천 

운동을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개인적 참여가 사회적 참

여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초연결기술

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제한

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촉진되고 

확산될 수 있다.

다섯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과 기존 방식의 실천은 서로 보완적

으로 사용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 전반에 

걸쳐 하나의 방식을 선호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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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어느 방식이 지속가능소비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유동적으

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초연

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

식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중

요한 점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측면에서 이전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다른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실천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은 방식이 다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위함이며, 실천 방식의 변화에

는 이전 방식으로의 실천으로 충족되지 못한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천 방식의 변화과

정과 변화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

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또한 초연결기술

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초연결기술을 활

용한 실천이 지속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기

술의 활용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가

능소비 실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변수들을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 실천, 초연결기술, 지속가능소비 실

천의 동기,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어려움

학 번 : 2016-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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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오슬로 심포지엄 이후 계속되어왔

지만, 최근에는 이를 실제로 행동하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고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이 

달성해야 하는 우선순위로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

전목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를 수립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2019년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제 대상을 점

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리수거 제도가 없었던 중국에서도 

2019년 7월부터 분리수거제도가 시행되었으며(KOTRA 해외시장뉴스, 

2019.07.16.), 태국에서도 2020년 1월부터 플라스틱과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0.02.07.).

2020년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 코로나 팬데믹은 지속가능

소비를 가속하는 기회가 되었다(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동이 제한되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구매

와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동과 일회용 폐

기물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지속가능소비에 대

한 의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높아진 실천 의식을 실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과는 다른 소비습관으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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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

속가능소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을 위해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Dolan, 2002; Middlemiss, 2018; 

Verplanken & Roy, 2015). 또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더라도 지

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환경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

용을 들여야 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속적인 행동 변

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Isenhour, 2010; Steg & Nordlund, 

2012). 이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실천 내용이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

비자의 지속적인 실천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

구된다. 

소비자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또한 소비

자의 실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Guagnano et al., 1995; Middlemiss, 

2018). Jansson et al.(2010)는 소비자가 직접 자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

는 것보다 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불편한 감정을 유

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지속가능소비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오늘날 소비자의 일상생활 대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박미혜, 

2017; Chaturvedi, 2018; OECD, 2018; OECD, 2002; Vergragt, 2006). 

2020년 7월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중

심의 그린 뉴딜을 융복합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적으

로 정보통신기술과 친환경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고, 소비자의 지속가능소

비에 대한 실천 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지속

가능소비 실천의 융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만연한 정보통신기술은 초연결의 특성을 

띠며, 오늘날 소비자는 다른 사람, 다른 사물, 다른 공간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된 소비자(Connected Consumer)의 특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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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wire, 2014; Verhoef et al., 2017).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의사결

정을 도와주고, 소비자의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Cisco, 2017; Forbes, 2018; IoT Analytics, 2018; OECD, 

2018; Salesforce Research, 2016).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이 어떤 실천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천에 드

는 불편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실천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초연결기술

의 특성과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특성이 융합된다면 실천의 어려움이 감소

되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새로운 실천을 촉진하

고, 실천하고 있던 소비자의 실천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TC, 2015; OECD, 2018). 

또한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인 측

면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Bartolj et al., 2018; 

Geiger et al., 2018). 초연결기술은 사람들끼리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용

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Mont & Heiskanen, 2015).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

성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초연결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

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 이에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소비자 일상에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학 관

점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변화는 

어떠하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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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가정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소비자가 경험한 실천의 변화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지

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연결하

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 때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개념 및 내용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정리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

게 효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

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연결기술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서 어떤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에 어떤 초연결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떠한 역할

을 했는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중단하는 과정

에서 소비자가 경험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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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속가능소비의 개념

본 절에서는 먼저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부터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

의가 전개되어온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다양한 기관

에서의 논의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은 196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의 새

로운 명령으로 처음 소개되었다(Adams, 2006).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인간

이 살아가는 세계인 자연 환경과 모든 생물이 의존하는 천연자원(공기, 

물, 토양, 광물 및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영구보존과 향상을 통한 가장 

지속가능한 삶의 질 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후 현재까

지 반세기 동안 지속가능성은 인간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의 주요 주제로 언급되어져 왔다. 

1987년 UN의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

발전(SD :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명시하면서 지속가능성

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

전’으로 정의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악

화와 빈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제한을 암시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개발이며, 기술과 사회조직의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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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시된 목표를 보면 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1) 성장 회복, (2) 성장의 질 변화, (3) 일자리, 식량, 에너

지, 물, 위생에 대한 필수적 요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수준의 인구 확

보, (5) 자원의 보전과 강화, (6) 기술 재배치와 위험 관리, (7) 의사 결정

에서의 환경과 경제의 융합, (8) 국제 경제 관계의 재조정이다(Lele, 1991; 

WCED, 1987). 

2015년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

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세계의 인류가 다 함께 노력해

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에 관한 것으로, 192개 회원국이 이를 수행하기

로 동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정서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실정

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하였으며(환경부, 2018), ‘지속

가능발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의 제2조 1항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

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주요 하위 

차원은 경제, 환경, 사회로 정립되어져 왔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식량, 

실질소득, 교육서비스, 건강관리, 위생, 물 공급과 같이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활수준이 기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dams, 2006; Barbier, 1987; Leat et al., 2011).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천연자원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자원과 서

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등 생태계 건강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Adams, 2006; Goodland, 1995; Harris, 

2000; Morelli, 2011),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세대 내 형평성과 세대 간 형

평성, 정의, 사회적 자본 창출, 지역 사회 개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dams, 2006; Dempsey et al, 2011; Harris, 2000; Vallance et al., 

2011). 

지속가능성의 주요 하위 차원인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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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게 도식화되었으나, 주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개념에 

기초하여 연동원(Interlocking circles)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연동원은 세 

차원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Adams(2006)의 지속가능성 재

개념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정부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

기 위한 목표를 수립할 때 경제, 환경, 사회 각 차원별로 구분된 계획을 

수립하였고, 때때로 각 차원별 계획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호교환을 허용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 차원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연동원 모델

로 지속가능성을 이해할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Gomis et al.(2011)의 지속가능성 개념 재고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람

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경험들 가운

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의견

을 제시하면서 연동원 모형을 지지하였다. 즉, 연동원 모형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성은 동시에 경제, 환경, 사회를 고려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지점

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동원 모형은 세 

가지의 결론(Triple Bottom Line)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Leat 

et al.(2011)은 세 차원이 모두 포함된 지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 엄

격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지만, 최소 두 가지 차원이 준수되는 것도 지속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SC : Sustainable Consumption)란 지속가능성의 개념

을 소비의 맥락에서 확장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높은 소비수준이 지구자원

의 고갈과 환경오염, 사회적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지

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기춘 외, 1995, 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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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제 21'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시작되었다. 178개국 대표가 모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는데, 이 

가운데 ‘4장 소비양식의 변화’에서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지속 불가능한 소

비 및 생산 양식이 지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빈곤 및 불균형도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을 촉진하기 위해 방법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제 21의 4장에서는 지속가능소비를 ‘고갈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줄이

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반면에 선진국 또는 부유층의 과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양식은 환경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며, 낭비를 초래하

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소비 양식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의제 21에서는 

빈민층의 식량, 건강관리, 교육 등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부유층이 낭비와 유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지속가능소비양식

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로 환경적 측면에 치우쳤던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측면에서 확장시켰다. 

의제 21의 4장에서는 지속가능하게 소비양식을 변화해야 한다는 방대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소

비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과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 대중인식프로그램, 지속가

능소비를 장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광고 등을 통해 지속

가능소비를 뒷받침하는 소비자 가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방안, 둘째, 소비자 법규 및 환경 라벨링 같은 수

단을 통해 제품이 건강과 환경 영향을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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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가 있는 소비자를 장려하고 개인 및 가계가 환경정보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보급하는 방안, 둘째, 친환경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개인 및 가정이 친환경적인 구매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셋째,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넷째, 소비의 선택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 다섯째, 환경비용과 

세금, 환불시스템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경제도구를 사용

하여 환경 관련 제품의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의제 21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으

며,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행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때 소비의 역할과 지속가능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행동,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속가능소비 

인식 확산

� 교육, 대중인식프로그램, 지속가능소비를 장려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 광고를 통해 지속가능소비

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장려

� 소비자 법규 및 라벨링을 통해 제품이 건강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인식하도록 지원

� 환경정보가 있는 소비자를 장려하고 개인 및 가계가 

환경정보를 가지도록 지원

지속가능소비 

행동 촉진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효율성 증대

� 친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개인 및 

가정이 친환경적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의 선택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

� 환경비용과 세금, 환불시스템 등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경제도구 사용 

<표 2-1> ‘의제 21’의 지속가능소비 인식확산 및 행동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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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슬로 심포지엄과 UN소비자보호지침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의제 21의 4장에서 지속가능소비가 언급된 이후, 지속가능소비를 주제

로 한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었다. 1994년 오슬로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소비를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한 재화의 사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천연 자원 및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재화, 수명주기 동안 

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재화를 사용하여 미래 세대의 욕구

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로 정의하였으며, 1999년에 개정된 

UN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지속가능소비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UN환경계획(1999)은 지속가능

발전이 제한된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개발을 암시하는 것처럼 지

속가능소비 또한 더 적은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와 

차별화된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한국소비

자원, 2005). 

  3)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수립된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12번째 목표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경제·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의 목

표라고 하였다(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마지막접속일 2020.10.24.).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의 세부 목표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소비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모든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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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감축, 모든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 재활용 및 재

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축, 녹색제품 인증 등을 통한 지속가능소비 촉

진,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생활양식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속가능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환경보전 기여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2019)의 소비자관점에서 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구에서는 12번째 목표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외에도 7번째 목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3번째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삶’, 17

번째 목표 ‘지구촌 협력 강화’가 소비자와 접점이 높은 내용이라고 하였

다.  

이상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국가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달성해야하는 목표

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생산과 소

비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공동

체가 함께 달성해야 하는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 및 가계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

다.  

  4)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인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는 2020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주제를 지속가능소비로 

정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국제소비자

기구가 정의한 지속가능소비는 ‘자원의 효율성과 공정한 거래 확대를 목표

로 하는 동시에, 빈곤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식품, 식수, 에

너지, 의료 등을 이용하여 양호한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것이 현재에도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그 예로 저품질의 불안전한 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을 통

해 환경뿐만 아니라 현재세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역할로는 중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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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성, 취약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 건강과 안전 유

해성으로부터 보호, 경제적인 혜택 증진 및 보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

택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정보 제공, 환경 사회 경제 교육에 대해 소비

자의 주제 선택,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권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 여러 기관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은 다음 <표 2-2>와 

같다.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

은 ‘자원의 효율’과 ‘욕구 충족’이다. 이는 소비자학에서 소비가 자원과 재

화의 사용을 통한 욕구의 충족으로 정의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범세계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학 관점에서 소비의 개념에 대해 고찰

한 후 이를 확장하여 소비자학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재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4장의 1절에 제시하였다.  

의제 21(1992)

고갈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줄이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빈민층의 기본 욕구

를 충족시키면서 낭비와 유한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

오슬로 

심포지엄(1994)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한 재화의 사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동시에 천연 자원 및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재화, 수명주기 동안 폐기물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

는 재화를 사용하여 미래 세대의 욕구를 위태롭게 하지 않

도록 하는 소비

UN 

소비자보호지침

(1999)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 세

대와 미래 세대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것

지속가능

발전목표 

12번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2015)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

성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경제·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

화하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

Consumers 

International

(2020)

자원의 효율성과 공정한 거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빈곤이 완화되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식품, 식수, 에

너지, 의료 등을 이용하여 양호한 삶의 질을 누리는 것

<표 2-2> 지속가능소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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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속가능소비 실천 

본 절에서는 소비자가 행동할 수 있는 실천 범위와 실천 내용을 정리

하였으며, 소비자의 실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지속가능소비 실천 범위

1) 가계 단위의 일상적 소비

Bartolj et al.(2018)은 가계 단위의 소비자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

입하고 사용할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휴가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등에 관한 매일 매일의 의사

결정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의 소비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가 제한적으로 포

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계 단위로 지속가능소비를 분석하는 것이 요

구된다고 하였다. 그 예로 지속가능소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와 OECD의 ‘환경지표’ 등은 대기 질(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배출량), 물(공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가격, 하수처리시설), 쓰레기(도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에너지(에너지 

가격과 세금)등을 측정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소비의 총 합을 측정하여 목

표 달성을 평가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가계 또는 개인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 하였다. 

OECD(2002)가 발표한 ‘Towards Sustainabl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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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보고서에서도 지난 30년간 가계의 제품 사용량과 폐기량

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제품 및 기술 혁신으로 많은 소비

재가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켰지만, 가계의 절대적인 소비량과 폐

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소비

의 실현이 어렵다고 하였다. Mcdonald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지금까

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지속가

능소비 실천을 결정할 때 다른 가족구성원과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 패턴을 협상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가계 단위의 

일상생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과는 다른 소비습관으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Mont & Heiskanen(2015)

는 ‘일상적인’ 지속가능소비를 강조하면서, 일상적인 지속가능소비란 자원

의 효율은 훨씬 높으며, 현재의 평균보다 환경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

고, 새로운 상품의 지속적인 흐름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키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이소영(2010)은 지속가능소비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통

합적으로 실천하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그 모델로 영국의 

에코마을 사례를 분석하여 녹색구매운동, 에너지소비패턴변화, 자발적 검

소실천, 로컬푸드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Brown & Vergragt(2016)는 지속가능소비를 소비주의 문화에서 지

속가능한 삶의 스타일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문화적 전환으로 설명하면서 

지속가능소비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박미혜(2017)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기존의 편리한 소비와 다른 소비 

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

면서, 그 예로 가정에서의 녹색 기술사용, 대중교통이용,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식품구매 등을 제시하였다. Fuchs & Lorek(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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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소극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구분하고 일

상에서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의 효과가 큰 행동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소극적인 실천으로부터 적극적인 실천으로 행

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연비가 좋은 자동

차를 활용하는 것은 소극적 지속가능소비이며, 자동차보다는 기차를 활용

하거나 집과 가까운 곳에 직장을 정하는 것은 적극적 지속가능소비로 구

분하였다. Jackson(2007)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새로운 재화 구매에 드

는 지출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덜 소비하는 것’과 윤리적 소비와 

같이 대안적인 소비를 하는 ‘다르게 소비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2) 소비생활 영역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소비생활 영역별로 구분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연관이 높은 영역을 밝혀내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Verplanken & 

Roy(2013)는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소비의 정의가 모호하여 어떤 

행동을 지속가능소비로 간주해야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아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특정 행동이나 행

동영역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지속가능소비행동을 조사하고 군

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행동은 1) 지속가능한 에

너지의 사용(에코모드로 운전하는 것, 저온에서 씻는 것, 히터의 온도를 

낮추는 것, 전기 제품을 꺼두는 것), 2) 지속가능한 기술의 사용(스마트 미

터, 절수 장치, 이중 화장실 플러시, 에너지 라벨의 확인), 3)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지역 녹지 공간 방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지역 

자원봉사, 열차 이용), 4) 지속가능한 식품 및 쇼핑(시즌 음식의 구매, 재

사용 쇼핑백의 사용, 쇼핑 목록 작성)으로 구분되었다. 

Mont & Heiskanen(201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적인 지속가능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가능소비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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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위 영역이 공통적으로 주택에서의 난방과 에너지

사용, 전자제품의 사용, 교통의 이용, 음식 소비, 폐기물 등 다섯 가지 영

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Geig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와 연관이 높은 소비 영역으로 식품, 주택에서의 물과 에너지 

소비, 교통을 제시하였으며, OECD(2002)의 보고서에서도 에너지, 물, 교

통, 식량, 폐기물 등 5가지 측면에서의 가계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UN 소비자보호지침(1999)에서도 교통, 

에너지, 주택 등 영역별로 지속가능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영국 환경청(DEFRA, 

2007, 2010)의 척도에서는 지속가능소비 영역을 주택에서의 에너지와 물 

사용, 환경, 교통, 친환경 구매, 재활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여러 국가의 소

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소비를 측정하는 Greendex(2014)에서는 지속가

능소비의 영역을 주택, 교통, 식품, 재화(대형가전, 일상적인 구매와 폐기)

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정리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이루어지는 소비생활 영역을 주거 

영역, 교통 영역, 일상적 소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모든 선행연

구에서 교통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별도로 

두었으며, 주택에서의 냉난방에너지와 물의 사용, 전자제품의 사용은 주로 

주거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식품 구매, 친환경 구매, 폐기물과 재활용은 주로 사용과정에 중점을 

둔 다른 영역과는 달리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 전 과정에 관한 것이며 

일상적인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일상적 소비 영역으

로 명명하고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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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통 일상적 소비

주택

(에너지,

물)

전자

제품

(전기)

교통 식품
친환경 

구매

페기물/

재활용

Verplanken 

&  Roy (2013)
● ● ●

Mont 

&Heiskanen(2015)
● ● ● ● ●

Geiger et al. 

(2018)
● ● ●

OECD(2002) ● ● ● ●

UN 소비자보호지침

(1999)
● ● ●

영국의 환경청

(2007, 2010)
● ● ● ●

Greendex(2014) ● ● ● ● ●

<표 2-3> 지속가능소비 실천 영역

3) 소비 단계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을 소비 단계로 구분한 연구들도 있었다. 윤정혜, 

이희숙(2001)의 지속가능소비생활 확산 방안 고찰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

속가능소비 실천을 구매, 사용, 처분의 각 단계에서 소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매단계에서는 절대적인 소비량을 줄이고 가능한 

대체재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사용 및 처분단계에서는 가능한 오

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천경희 외(2017)는 구매단계

에서 친환경매장의 이용과 친환경 인증제품 구입,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

을 고려한 구매, 소비절제운동, 로컬 식품 구매, 재사용제품 이용, 사용단

계에서는 소유한 물품을 잘 관리하여 새로운 구매를 줄이고, 일회용품 대

신 개인컵이나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연비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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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처분단

계에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 기존의 물건으로 새로

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등을 제시하였다. 

Black & Cherrier(2010)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소비절제

를 실천하는 1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를 통해 구매 전 계

획과 구매 단계에서 소비거부, 소비량 줄이기, 재사용을 통해 소비절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Geig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구매 

및 폐기단계에서 물건교환, 공유 및 대여, 기부, 중고거래를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Mckenzie-Mohr(2011)의 연구에서는 사

용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는 제품의 사용 빈도와 사용 강도를 

결정하고, 제품의 수리,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폐기의 시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고판매, 공유, 폐기 등 폐기방법 등 제품 사용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원(2005)은 OECD의 분류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소비의 유형을 구매 전 단계, 구매 단계, 사용 및 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구매 전 단계에서 소비의 금지, 구매단계에서 소비량의 

감소와 친환경상품의 소비, 사용 및 처분 단계에서 폐기물 배출감소 및 재

활용 증대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매 전 소비금지와 소비절제를 계획하는 것

을 구매단계에 포함하고, 구매, 사용, 처분의 각 소비 단계에서의 지속가

능소비 실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매 사용 처분

� 소비금지(안티소비)

� 소비절제, 공유·대여

� 중고거래, 물건교환

� 지속가능한 구매(친환

경인증제품, 재사용제

품 등)

� 재고 관리

� 유휴자원 공유

�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사용

� 연비운전 등 지속가능

한 생활습관

� 중고거래, 기부

� 제품수리, 업사이클링 

등으로 재사용

� 재활용 분리수거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표 2-4> 구매, 사용, 처분 단계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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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 

Dolan(2002)은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이 실제로 소비자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며, 소비자 경험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측정하였던 문항들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지속가

능소비 실천 수준을 측정하였던 영국 환경청의 Survey on Public 

attitudes and behaviours towards the environment, 일본의  

Eco-Life Index(ELI),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Globescan와  National 

Geographic의 Greendex 등의 문항들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문항들이 주

로 환경적인 측면에 치우쳐있어 이에 보완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

속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사회적 수명 주기 평가에서 소비자

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소비자학 연구 가운데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

여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고찰하

였다. 주요 문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의 Survey on Public attitudes and behaviours towards 

the environment

영국의 환경농림수산청(Defra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은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700명의 소비자

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지속가능소비행동

을 환경, 교통, 에너지와 물 절약, 재활용, 친환경 구매의 다섯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특정 행동 영역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여 실용적인 수준에서 지속가능소비를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자

로 신뢰하는 사람과 지속가능소비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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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의 확

산과 행동 변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일본의 Eco-Life Index(ELI)

일본은 시민 개인이나 가정의 친환경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인 행동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시민을 자원 관리, 에

너지 관리, 물 관리 등의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해당 분

야에 대해 집중적인 친환경 행동을 장려하고 있다. 자원 관리에 관한 문항

은 종이의 재활용, 직접우편의 거절, 재활용 화장지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병, 알루미늄, 캔 등의 재활용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

너지 관리는 TV, 조명, 냉난방 에너지의 절약, 대중교통 이용과 연비 운

전, 공기정화 식물 심기, 단열 주택 설비 및 태양열 설치 등에 관한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는 샤워 시간 단축, 목욕수

를 이용한 빨래, 싱크대에 기름 버리지 않기, 세차할 때 양동이 사용하기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LI 지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고 감소율을 측정함으로써 실

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Greendex

Greendex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Globescan과 비영리기관인 National 

Geographic이 2008년부터 실시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National Geographic & Globescan, 2014). 설문 문항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주거, 교통, 식품, 재화 

네 가지 분야에서의 제품의 사용, 에너지 절약 관련 소비 행동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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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있다. Greendex의 설문은 해당 국가 소비자의 연도별 진전을 알 

수 있으며,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Greendex의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표 2-5>과 같다. 

주택(24)

• 거주자 수 대비 거주 규모

• 더 효율적인 냉난방을 갖춘 거주지로의 이주

• 온수 및 냉난방 장비, 연료 공급원, 신재생 에너지 소비

• 에너지 효율적인 주요 기기

• 용수 사용량

교통(17)

• 운전 습관

• 동력 차량 소유, 초저 배출 차량(하이브리드) 소유

• 차량의 크기

• 차량의 주행거리

• 비행기 여행, 대중 교통 이용, 열차 타기

• 자전거 타기, 걷기

• 주요 목적지에 대한 거주지 위치

식품(8)

• 로컬 식품, 과일과 채소, 육류, 해산물의 소비

• 스스로 자라거나 자란 음식

• 생수 이용 

• 유기농 식품 소비

재화(16)

(일상적 구매 

및 폐기 

/ 대형 가전)

• 환경적 이유로 특정 제품 구매 또는 회피

• 환경 프리미엄에 대한 WTP

• 과도한 포장 자제

• 일회용 제품보다 재사용 소비재에 대한 선호

• 새상품보다 중고상품에 대한 선호

• 대체품 구입보다 수리에 대한 선호

• 재활용

• 가구 당 TV 및 PC 수

• 가구 당 냉장고, 식기 세척기 및 세탁기의 수

• 세컨하우스, 레크리에이션차량, 잔디 기계 등 대형 가전

<표 2-5> Greendex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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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수명 주기 평가(Social Life Cycle Assessment ; S-LAC)

사회적 수명 주기 평가(S-LAC)는 기존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명주기를 

평가했던 수명주기평가(LCA)에 지속가능성의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Popovic & Kraslawski, 2015). 제품 수

명주기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는 노동자, 지역사회, 사회, 소비자, 가치 

사슬의 단계로 구성되며, 연구의 목표와 범위에 따라 문항은 다양하게 사

용된다. 이 가운데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노동자에 관해서는 공정한 임금과 근무 시간, 근무 환경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와 관해서는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의견에 대한 피드백 매

커니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투명도, 제

품의 수명 종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에 관해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 문화 유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조건, 커뮤니티 참여, 지역 취업 등이 포함된다(Popovic & Kraslawski, 

2015). 

5) Geiger et al.(2018)의 연구

Geiger et al.(2018)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설문하였던 기존의 선행연

구의 문항들이 주로 환경적인 차원에 치우쳐 있으며, 구매에 관한 문항들

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여 환경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구매, 사용, 처분의 단계를 포괄한 식품 구매에 관한 16개의 문항을 도출

하였다. 그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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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용 처분

환경

[1] 나는 메인 요리

로 고기를 먹는다

[2] 나는 유제품을 

먹는다

[3] 나는 인증된 유

기농 식품을 구입한

다

[4] 나는 망고처럼 

해외에서 수입된 과

일을 구입한다

[5] 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요리한다(냄비 크기 

등)

[6] 냉동식품이나 조

리된 식품을 산다

[7] 나는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8] 과도하게 포장된 

식품은 자제한다

[9] 남은 음식을 다

음 식사에 사용한다

[10] 테이크아웃이나 

패스트푸트 등 용기

를 회수할 수 없는 

스낵과 음료를 구입

한다

사회경제

[11] 공정 무역 식품

을 구입한다

[12] 로컬 식품을 구

입한다

[13] 나는 직접 식품

을 생산/재배한다

[14]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

[15] 나는 신선한 재

료로 직접 요리한다

[16] 나는 유통기한

이 가까운 식품을 

구입한다

<표 2-6> Geiger et al.(2018)의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소비 문항

6) Balderjahn et al.(2013)의 연구

  Balderjahn et al.(2013)는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려는 소비자가 제

품을 구매할 때 환경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품을 평가한 후 자

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가정 하에, 각각 세 차원에서의 신념과 

중요도를 곱한 값의 총 합으로 지속가능소비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

발하였다.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적인 생산, 포장, 폐기 측면에서 제품 

제조과정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문항이 구성되

어 있으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인권과 공정한 대우에 관한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경제적인 차원은 소비자의 상황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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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품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며 유용한 것인지, 제품의 구입이 재

정적으로 부채가 되지 않는지, 대여나 공유를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lderjahn et al.(2013)이 제시한 문항들은 지속

가능소비의 세 하위 차원인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포괄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충동소비, 부채없는 소비, 공동소비로 세분화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2-7>과 같다.

환경

� 재활용된 재료

� 친환경적인 생산

� 친환경적인 포장

� 친환경적인 폐기

사회

� 근로자의 인권 준수

� 불법 아동 노동 관련성

� 근로자의 차별, 학대 여부

�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보상

경제

충동

소비

� 제품의 필요성

� 제품의 유용성

� 제품의 절대적 필요성

부채

없는

소비

� 장기적인 부채 상황

� 비용의 부담 정도

� 향후 구매 포기 가능성

� 비상금 사용 가능성

공동

소비

� 친구에서 대여 

� 소유 필요성과 공유 가능성

� 임대

<표 2-7> Balderjahn et al.(2013)의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소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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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문항들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표 2-8>와 같이 소비생활 

영역 및 소비 단계별로 실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범주화된 문항들을 통

해 각 영역 및 단계에서의 실천에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주거 영역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냉

난방과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

하기 위해서 구매 단계에서 주택의 위치와 규모, 설비 등이 고려하여 거주

지를 선정하였는지, 대형 가전제품 구매를 절제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고려

하여 구매하였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용 단계에서는 

냉난방 온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전자제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

력을 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지, 전자제품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공유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자

제품의 처분 단계에서 새로운 구입보다 수리를 하는지, 폐기하지 않고 중

고로 처분하는지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가전제품 사용에 관

한 문항들이 많았는데, 가정 내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전자제품의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지역 사회

의 안전과 커뮤니티 증대가 중요한 사항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 단

계에서는 주거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

을 고려하고, 사용 단계에서는 화재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하며, 지역 구성원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공유하는 것

이, 처분 단계에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통 영역에서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석탄, 

석유 에너지의 사용과 그로 인한 공기 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자동차의 구

매시 연비를 고려하거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는지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용 단계에서 연비를 고려한 운

전, 자동차 대신 열차,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지, 

처분 단계에서는 자동차를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구매단계에서 공유자동차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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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을 이용하는지, 지역 녹지를 자주 방문하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구매 습관과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

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제품의 생산, 

운송, 포장,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사용과 환경오염이 중요한 내

용이었으며,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자와 운송자의 복지 

및 처우 등 노동자의 복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 구매 단계에서 쇼핑목록

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절제하거나, 가급적 재사용제품 또는 중고제

품을 구입하거나 사회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로컬 식품,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가, 제철 음식을 구

매하거나 냉동식품, 포장이 많은 식품 구매를 자제하는가 등에 관한 문항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용 단계에서는 텀블러와 손수건의 사용, 신선식

품과 육류의 소비 등 지속가능한 생활습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

으며, 직접 우편의 거절을 지속가능소비 실천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처

분 단계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을 통한 재화의 처분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매 사용 처분

주거

� 주택의 위치 : 주요 목적

지와 가까운 위치, 안전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된 

지역

� 주택의 규모 : 거주자 수 

대비 주택 규모 

� 주택의 설비 : 단열주택 

시공, 태양열 설치, 절수

장치 설치, 조명 교체 등

� 대형 가전 구매 절제  

및 대여

� 냉 난방 절약 : 난방 1

도 낮추기, 에어컨 사용 

줄이기, 차가운 물로 씻

기

� 전기 절약 : TV 켠채로 

두지 않기,  전기 제품 

꺼두기, 전자제품 사용 

줄이기

� 에너지 사용량 확인 : 

스마트 미터 사용, 전기

사용량 확인

� 전 자 제 품 의 

새로운 구입

보다 관리, 

수리하여 오

래 사용하기

� 폐기하지 않

고 중고 처

분

� 지 속 가 능 한 

방법으로 폐

기

<표 2-8>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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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구입 시 생산

과정 고려 : 재료를 사용

하여 만들어진 제품보다 

에너지 절약한 제품 또

는 무형의 서비스 사용, 

에너지 효율적 기기 구

입, 에너지 라벨 확인, 

수명이 긴 고품질제품 

구매

� 물 절약 : 화장실, 세탁, 

설거지 습관

�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

� 지역 커뮤니티 참여

교통

� 차량의 크기와 연비를 

고려한 구매(경차.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

차)

� 공유자동차 이용, 카풀 

이용

� 운전 습관 : 급발진 자

제, 에코모드로 운전, 연

비 운전

� 가까운 거리 걷거나 자

전거이용

�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열차 이용

� 지역 녹지 공간 방문

� 자동차의 새

로운 구입보

다 관리, 수

리하여 오래 

사용하기

일상적

소비

� 로컬 식품, 제철 음식 구

매, 냉동 식품이나 포장

이 많은 음식 구매 자제

� 소비 절제, 쇼핑 목록 작

성하여 필요한 물건만 

구입

� 환경적, 사회적 이유로 

구매 절제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

산된 제품 구입(친환경 

매장 이용, 친환경 인증

제품 구입, 소외계층 지

원 제품 구입, 공정거래 

제품 구입, 탄소발자국 

고려)

� 과도한 포장 방지, 친환

경 포장재 사용

� 일회용보다 재사용제품 

선호, 중고상품 선호

�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 

직접우편 거절, 텀블러,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등 

� 건강한 식습관 :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 육류 

섭취 자제, 냉동식품과 

배달식품 자제 등

� 지속가능한 조리습관 : 

조리시간, 적당한 조리

도구크기

� 음식 남기지 

않기, 남은 

음식 재활용

을 통한 음

식물 쓰레기 

양 감축

� 음식물 분리

배출

� 분리수거 : 

병, 알루미늄 

캔, 스틸 캔, 

종이 등 재

활용

�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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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의 촉진

1) 소비자 효용 중심의 실천 동기 부여

소비자 동기란 소비자 내면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변환된 것을 의미한다(김영균, 2007). 한국소비자원(2005)의 지속가능소비

문화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의식

이 있지만 직접 실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할 동기가 없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소비자에게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편익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소비 행동에 관

한 연구 53개를 고찰한 Joshi & Rahman(2015)의 연구에서도 실천 행동

에 소비자의 이기적 가치와 이타적 가치가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연

구 주제에 따라 이기적 가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소비자 개인적 효용에 관한 동기 부여로는 경제적 보상, 건강하고 안전

한 삶, 사회적 참여 지원이 있다(박미혜, 2017;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011; 한국소비자원, 2005; Groot et al., 2012). 한국소비자원(200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는 것이 의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소비를 촉진하는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시작되었

던 의제 21과 영국의 환경청(2008)의 연구에서도 세금, 인센티브, 가격조

정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실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임효숙·김정인(2010)은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라벨링 제

도 및 캠페인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가능소비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

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일본의 에코 포인트 

제도,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에서 인증 받은 가전제품을 설치하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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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해주는 가정 에너지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박미혜(2017)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주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한국소비자원(2005)의 연구에서도 

자전거 이용, 친환경상품 소비 등을 장려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측면뿐

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박명희(2006)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충

족이 지속가능소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미혜(2017)의 

연구에서도 트렌드에 동참하거나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

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영국

의 환경청(2008)은 공개토론이나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참여

를 통한 실천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실천의 장벽 해소

Dolan(2002)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

에서 실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국의 환경청(2008) 또한 지속가능소비의 장

벽을 제거하여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더라도 행동을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erplanken & Roy(2015)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에 어

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Dolan(2002)의 연구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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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소비 개념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한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

한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행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Middlemiss(2018)는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

여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이나 정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인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소비의 인식 및 판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행동 변화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Isenhour(2010)의 연구에서는 지속가

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비용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Steg & Nordlund(2012)는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이 다른 사람이나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를 위하여 소비자 개인의 시간, 노력, 비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

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만

들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Middlemiss(2018)과 

Guagnano et al.(1995)은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행동 변화는 소비자 내부

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접근성, 인프라와 같은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

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행동 변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드는 비용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실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함에 있어서 가치와 같은 소비자 내부적인 요인과 접근성과 인프라와 같

은 소비자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3)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최근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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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실천이 언급되고 

있다(박미혜, 2017; Consumers International, 2020; Chaturvedi, 

2018; OECD, 2002; Jansson et al., 2010). 

OECD(2002)는 기술이 소비자와 가정이 직면한 일반적인 조건을 만들

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선택 옵션을 확장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지속가능소

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nsson et al.(2010)은 소비자가 

직접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축소 행동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불편함을 동

반하지 않는 더 매력적인 지속가능소비 실천 방안일 수 있다고 하였다. 특

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오늘날 소비자의 주거, 식품, 교

통, 일, 여가를 비롯한 일상생활 대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

였다(최아영, 2014; Vergragt, 2006).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취리히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보통신기

술(ICT for Sustainability ; ICT4S)에 대한 컨버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힘이 우리의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증가된 에너지 효율이 지속 가

능한 개발에 자동으로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산업 및 소비자 분야별

로 목표를 가진(targeted) 노력을 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더 발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소

비자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

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4S)을 ICT

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in ICT)과 ICT에 의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by ICT)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보다 생산자의 관점에

서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으로 주로 에너지와 재료 흐름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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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by ICT는 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ICT에 의한 소비의 지

속가능한 패턴의 창조와 실현, 장려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세계경제포럼(2018)의 보고서에서는 사물인터넷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84%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

대로 지속가능성과 기술의 연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국제

소비자연맹(2020)의 보고서에서도 전기자동차, 에너지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 사물인터넷 센서, 개별 사용자와 도시 전체의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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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

본 절에서는 초연결기술의 개념과 특징,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초연

결기술의 종류와 이러한 초연결기술이 소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문헌들

을 고찰하였다.   

1. 초연결기술의 개념과 현황

1) 초연결기술의 개념

초연결이란 양적, 질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로, 인간과 인

간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초연결은 Anable Quan-Haase와 Barry Wellman(2001)이 처음 제시

한 용어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직 및 사회에서 이메일, 메신저, 휴대폰 

등을 통해 인간간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를 의미한다. 이 후 미국의 시장조

사기관인 Gartner(2008)는 인간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

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초연결사회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초연결의 의미를 확대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2)은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간간의 연결이 더욱 활발해지고, 사물

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지능통신(M2M),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등이 발전되면서 연결의 범위가 더욱 확

대되었다고 하였다. 초연결에 대한 관심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동인으로 초연결을 언급하면서 증폭되었다(현대경제연구

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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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2011)는 전 세계 인구 수 보다 더 많은 수의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 시대를 초연결 시대로 보았는데, 200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수가 약 63억 명이고 연결된 디바이스의 수는 5억 개이었던 반면에, 스마

트폰과 태블릿PC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불과 7년 뒤인 2010년에 전 

세계의 인구수는 약 68억 명이고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의 수는 125 억 개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대에 이르러 초연결 시대가 도래한 것으

로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2020)은 2020년의 연결된 장치의 수를 400억 

개로 추산하였으며, 2030년에는 14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면서 

202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초연결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선도국의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초연결기술의 특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7)은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의 구성요

소인 연결, 센싱 및 제어, 컴퓨팅, 최적화 및 자율의 관점에서 초연결기술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초연결기술의 초연결성은 사람, 사물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을 연결하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며, 초연결기술의 센싱 및 제어 기술은 지능이 있는 

센서가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고 정보를 해석, 추론, 

학습하여 컨텍스트 이해를 통한 제어가 가능한다. 초연결기술의 컴퓨팅 기

술은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지능적으로 수

집, 분석, 공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적화 및 자율화 기술은 초연결 

환경에서 생성된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상황을 제안하며, 자율적으로 판

단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7)은 이상의 초연결기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강조하였는데, 삼정KPMG(2017)의 보

고서에서도 초연결기술이 온·오프라인, 현실과 가상, 산업 간의 융합을 통

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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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조하면서 초연결기술로 인한 산업 간 융합의 대표적인 예로 스마

트홈, 자율주행차, 카풀서비스, 배달앱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초연결기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이 

초연결성, 센싱 및 제어, 컴퓨팅, 최적 및 자율, 융합 및 혁신의 다섯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3) 초연결기술의 현황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8)는 초연결 기기의 빠른 보급과 5G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연결기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2020)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가전과 같은 초연결기술 관련 산

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까지 2020년 대비 

65% 이상 빠른 속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한국 가정의 초

초연결기술

초연결성 사람, 사물,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초연결

센싱 및 제어
지능을 가진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전환, 정보의 해석·추론·학습을 바탕으로 컨텍스트 제어

컴퓨팅
사람, 사물, 환경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 활용

최적 및 자율
지능을 보유한 사물과 소프트웨어가 정보에 기반하여

자가 진단을 위한 자율 판단, 자가 최적화를 실행

융합 및 혁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현실과 가상의 융합,

산업내, 산업간 융합, 이질적 사회와 문화의 융합

출처 :  삼정KPMG(2017), ETRI(2017), NIPA(2012)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2-9> 초연결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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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술 보급률은 2020년 기준 25.6%에서 2025년에는 49.3%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홈 시장은 초연결기술 산업에서 가장 규모

가 큰 시장으로, Strategy Analytics(2017)은 오늘날 출시되고 있는 초연

결 디바이스 중 47%가 스마트홈 관련 디바이스라고 하였다. 

한국 소비자의 초연결기술 보급률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Statista(2020)가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연결기술 가전의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 소비자의 32%는 인터넷에 연결된 소형 스마트 가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14%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 스마트 가전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하였다. OECD(2018)가 발표한 ‘Consumer product safety 

in the internet of things' 보고서에도 주요 OECD 가입국 가운데 인구 

100명당 IoT 디바이스로 연결된 인구 비율 1위(인구 100명당 37.9명)는 

우리나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ICT 시장조사기관인 GFK(Growth from 

Knowledge)에서 제공하는 100여개 국가의 연결된 소비자 지수

(Connected Consumer Index)에서도 2016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 세계

적으로 연결된 소비자 지수가 315인 반면, 우리나라는 910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초연결기술은 다음 <표 2-10>와 같이 매우 다양하

며, 주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개인용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분야, 

스마트홈과 스마트가전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로 구분된다(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17;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2014; Cisco, 2017; Growth 

Enabler, 2017; OECD, 2018; Statista, 2020). 

개인용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분야로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사용

한 무선결제와 헬스케어가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커넥티드카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Salesforce 

research, 2016).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홈과 스마트가전 분야는 초연결기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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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여서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되고 있다. 한

국 스마트홈 산업협회(2018)의 분류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스마트 가전은 이전에 사용하던 단순하고 일반적인 가전 대비 

편리함을 위한 부가 기능이 추가된 가전제품을 말하며, 보안은 주거 공간 

내의 침입 감지, 실내외의 CCTV 모니터링, 방범 및 도난방지 등과 관련

이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 원격 조정 및 정보 알림이 가능한 도어락과 잠

금장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CCTV도 이에 

해당한다. 연결 및 제어는 스마트월패드로 대표되는 홈오토메이션을 통해 

주거 공간 내의 가전 및 전자기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으로, 

가스․화재 감지 비상버튼, 비상상황 경비실 연결 서비스, 무인택배알림, 실

시간 단지내 상가정보 제공, 단지게시판 관리, 엘리베이터콜, 자동환기시

스템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2017)는 기존에 스마트월패드를 통해 

가정 내에서 제어했던 기술을 스마트홈2.0으로, 초연결기술을 통해 외부에

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기술을 스마트홈3.0으로 구분하기

도 하였다. 조명 및 에너지 관리는 가정용 에너지 절약 서비스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로 스마트 조명, 난방 조절 서모스탯, 스마트플러그, 스마트미터 등

이 있다.



38

용도 종류 초연결기술의 주요 내용

디

바

이

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무선결제, 운동량 관리, 수면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가전
스마트 운동기기, 활동량계, 스마트 베드, 미

러, 체성분측정기, 스마트 체중기

스

마

트

홈

스마트가전

스마트냉장고, 스마트세탁기, 스마트청소기, 

스마트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보일러 

등 기존 가전 대비 편리함을 위한 부가 기능

이 추가된 가전제품,

스마트TV, 스마트오디오, 스마트스피커 등 

홈엔터테인먼트 제품

보안

도어락,

보안카메라,

움직임 감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

터링

스마트트래커
자녀나 반려견, 귀중품에 부착하여 현재 위치

와 이동경로 확인

연결 및 

제어

스마트월패드

(홈오토메이션)

경비실 연결, 커뮤니티 정보 확인, 현관 및 

단지내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부재중 방문객 

확인, 엘리베이터 호출, 냉난방·조명·환기·가

스 제어 등

스마트홈 허브

가전제품, 조명, 보안시스템 등 가정 내 기기

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허브를 통해 동

시에 제어(애플 홈킷, 윙크 허브, LG 스마트

씽큐 허브, 삼성 스마트띵즈 허브 등)

가스제어장치, 

연기감지장치

가스누출, 화재 감지시 자동 차단, 비상상황 

알림 등

조명 및 

에너지 

관리

스마트조명
색조와 밝기를 다양하게 조절, 원격 조정 가

능

서모스탯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오랜시간 일정

하게 유지

스마트미터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요금

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사용 시간과 사용량

을 조절해 전력소비를 최적화 
스마트플러그

교

통

커넥티드 카 차량진단서비스, 자율주행 등

실시간 교통 정보

대중교통 운영정보, 스마트파킹, 주차위치정

보, 주변 주차장 안내,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등

<표 2-10> 초연결기술의 종류

출처 : 김현정·여정성(2015), 정보통신과학부(2017),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4), 

NIPA(2018)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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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연결기술과 소비 환경의 변화 

최근 연결된 소비자(Connected Consumer)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글로벌 디지털 인큐베이터 플랫폼인 Iamwire(2014)는 정보통신

기술의 폭발적인 발달로 10년 전 소비자와 비교하여 오늘날 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받으며, 주변 세계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를 ‘연결된 소비자(Connected Consumer)’로 명명

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등장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술로 여겨지고 있

다(Cisco, 2011; Gartner, 2018; ETRI, 2017;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Cisco(2011)의 ‘The Internet of Things : How to next 

evolution of the internet is changing everything’ 보고서에서는 초연

결기술이 소비자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온도, 압력, 진동, 빛, 습기, 스트

레스와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

시키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컴퓨터 기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른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

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소비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야

기하였다.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초연결기술은 소비자를 언제, 어디서

든 다른 소비자, 다른 사물, 그리고 물리적 공간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소비자가 융합된 환경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연결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결된 많은 것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더 나은 의

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고, 자율화된 서비스로 인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

을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초연결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혁신과 개발을 가

능하게 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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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끼리 초연결을 통해 협력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

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진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 ETRI, 2017; FTC, 2015; Iamwire, 2014; OECD, 

2018; Verhoef et al., 2017).

Cisco(2017)가 전세계 3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초연결기술의 

가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공공분야에서 초연결기술의 

발전보다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인

식하고 있으며, 초연결기술을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을 절약시켜주고, 

안전한 기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소비자 시장 

조사 기관인 Salesforce Research(2016)는 전세계 소비자 4730명을 대

상으로 초연결기술의 일상생활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는데, 전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2020년에는 스마트홈, 스마트가전, 모바일결제, 커

넥티드 카 등의 기술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특히 다른 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에서 70% 이상이 초연결기술이 

일상에 미칠 영향력에 동의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Miller(2015)는 초연결기술이 소비 환경에 미친 변화를 시장에서의 소

비생활(쇼핑)과 가정에서의 의, 식, 주 소비생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 형식

으로 기술하였다. 시장에서의 소비생활을 살펴보면, 초연결기술 환경에서 

소비자는 더 이상 스스로 쇼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물인터넷이 소비자

를 둘러싼 모든 정보를 연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소비자 자신보다

도 먼저 알아내고, 소비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주문하여 소비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가 

쇼핑에 드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쇼핑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여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다.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가정 내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가전과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이미 소

비자 초연결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Miller, 2015).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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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전제품으로는 스마트TV와 스마트냉장고가 가장 대표적이다. 가정 

내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동되었을 때 스마트TV의 화면이 가장 커다

랗기 때문에 스마트TV의 화면을 통해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의 유통기한 또는 요

리법을 제안해 주고, 소비자 선호와 재고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주문을 하

거나 내용물을 자체 진단하여 냉장고의 온도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홈 디바이스로는 온도를 조절하는 서모스탯, 조명, 가스차단, 공

기청정기, 플러그, 보안카메라와 도어락 등이 있다. 스마트홈 디바이스들

은 소비자보다 더 적합한 실내의 온도와 밝기, 공기의 질을 알아내고 자동

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과 보안

과 관련된 기술들은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에 스마트홈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집안에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경우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의료전문

가와 가족에게 경고를 보냄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2019; Cisco, 2011). Hoffman & Novak(2016)은 소비자가 물리적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집을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며, 주인으로서 

집을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홈의 안과 

밖에서 소비자가 주택 내부의 조명, 소리, 동작 감지기와 상호작용하는 것

을 소비자 역량의 확장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초연결기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첫째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것으로 

FTC(2015)는 전통적인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

시 위험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높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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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로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및 오용 가능성, 특

정 장치의 보안 취약성이 해당 장치가 연결된 소비자 네트워크에 대한 공

격을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안 취약성을 악용하여 물리적 안전에 대

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고지와 선택 문제에 대

해서도 제기하였다. Consumer International(2016)의 보고서에서도 소비

자 데이터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이슈로 투명성과 선명도 부족, 복잡한 책

임체인, 데이터 수집과 이용, 보안 등을 지적하였다. 

둘째는 인터넷 연결 및 소비자 안전에 관한 것으로 OECD(2018)는 초

연결기술 제품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제품의 업데이트 도중에 결함이

나 오작동, 또는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신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웨

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신체에 바로 부착하거나 신체와 가까운 디바이스

나 응용프로그램이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하였다. 

셋째는 계획된 진부화에 관한 것으로 초연결기술 제품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느리게 하여 소비자가 새로운 

버전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OECD, 2018). 

넷째는 디지털 소외 계층과 정보 격차에 관한 것으로 초연결기술을 통

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새로

운 소외 계층을 야기하고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주윤경(2018)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보 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었다면,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

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지능을 가진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초연결기

술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 격차가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로 확

산되어 여러 불평등을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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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연결기술과 지속가능소비 실천

FTC와 OECD 등 다양한 기관의 보고서와 선행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

이 지속가능소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의 동

기 및 어려움과 연관 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절약

초연결기술은 자원을 대체하거나 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을 통해 지속

가능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öjer & Wangel(2015)의 연구에서는 정

보통신기술이 자원 집약적인 소비의 대체, 또는 가지고 있는 자원 사용의 

강화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소비를 실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Lebel & Lorek(2008)의 연구에서도 정보통

신기술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무형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OECD(2018)의 보고서에서는 초연결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

입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사용주기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사회구성원 연결

Mont & Heiskanen(2015)는 초연결기술의 발달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유휴자산을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거나 교환하기 용

이해져 자원의 효율을 훨씬 높이고, 현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것이

며, 특히 새로운 상품의 지속적인 흐름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킨다

는 점에서 지속가능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끼리 제

휴하고 사회적 참여와 대화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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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자선기부하거나 중고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Lebel & Lorek(2008)의 연구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이 제품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3) 소비자 건강과 안전

초연결기술은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동기가 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초연결기술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유망기술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술을 꼽았다. 또한 SK텔레콤은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8건의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되

었으며, 이 가운데 호흡 곤란, 고혈압, 낙상이 발생한 노인 23명을 구조했

다고 밝혔다(조선비즈, 2020.05.20.). 

안전과 관련하여 OECD(2018)는 초연결기술은 위험한 상황에서 소비자

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자동차에 아이가 남겨져 있는 경우에 카시

트 센서가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소비자에게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제를 

즉시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조정을 통해 제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방지하거나, 또는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

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를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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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 보조

FTC(2015)의 Internet of Things : Privacy & Security in a 

Connected World 보고서에서는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에너지사용을 분

석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Martiskainen & 

Coburn(2011)는 지속가능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스마트미터의 역

할을 살펴본 연구에서 영국 소비자의 71%가 가전제품을 대기 상태로 두

며 61%는 비어있는 공간에 불을 켜 놓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마트미

터와 같은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

공하여 합리적으로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5) 시간과 노력 절감

FTC(2015)는 초연결기술이 스마트홈 오토메이션과 같이 하나의 어플리

케이션으로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OECD(2018)의 Consumer 

Product Safety in the Internet of Things 보고서에서는 초연결기술로 

인해 소비자가 집에서 멀리 있더라도 원격으로 집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

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낭비되는 에너지 자원을 줄임으로써 환

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åkansson & 

Sengers(2013)가 11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만연한 정보통신기술이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지속가능하게 살도록 

돕거나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고자 할 때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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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하나의 주

제를 가지고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선행연

구의 가정을 소비자학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실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초연결기술을 활

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돕는 효

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

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기술을 활용하여 지

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소비 실천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소비자학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 초연결

기술의 주요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초연결기술을 활

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가정을 소비자

학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1차 소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에 어떤 초연결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때 초

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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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차 소비자 면접조사와 시간적 공백을 두고 이루어진 2차 소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 초연결기

술을 활용한 실천의 시작과 지속 및 중단으로의 변화과정과 이러한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초연결기술의 활용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

는가?

        2-1 초연결기술의 활용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는가?

        2-2 초연결기술의 활용이 소비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일조하

는 것을 통해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는가?

[연구문제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연결기술의 활용이 소비자의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미친 변화는 어떠한가? 변화에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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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연구문제1]에서는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개념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문헌고찰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문제1]에서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실제 소비자의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경험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비자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3]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과정에서 

소비자가 경험한 다양한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량조사보다 정성조사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2차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면접 조사는 1차 면접 조사 참여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간적 공백을 두고 실시하였다. 같은 참여자를 대

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면접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기존의 소비와 다른 소비 습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박미혜, 2017), 새로운 현

상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습관으로 자리 잡아 지속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 

지어진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일하게 소비자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연구문제2]에서는 초연결

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

었다면, [연구문제3]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라는 새로운 

현상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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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고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주요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

출하기에 앞서 먼저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재정리하였다. 지속가능성에서

부터 지속가능소비로의 논의의 흐름과 다양한 기관에서 설명한 지속가능

소비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소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확장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이 

엄격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과 환경을 위해야하는 이타적인 것으로 여겨져 지속되기 어렵다는 선

행연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범위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소비습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주거, 교통, 일상적 소비의 세 가지 소비생활영역

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며,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 전 단계에서 실천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소비생활영역과 소비단계를 두 축으로 하

는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측정

하였던 문항들을 고찰하여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실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실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때 소비

자의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초연결기술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정보통신기술과 차별화되는 

초연결기술의 특징들을 도출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소비자의 동

기와 어려움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 과정을 통해 주요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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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소비자학 관점에서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다.

2. 1차 소비자 면접조사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1차 소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소비의 주체인 소

비자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데 초연결기술을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2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은 통상적으로 일대일로 수행되며, 개인의 소비생활이나 소비습관 등 

소비자 마음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정

성연구방법이다(여정성 외, 2012). 

면접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면접을 진행하기 이전에 조사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동의를 얻어 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의 활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기에 앞서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소비와 자주 

사용하는 초연결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경험을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필요에 따라 사전에 구성한 주제를 유

연하게 조정하여 소비자의 경험과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캐묻기를 거듭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야기

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소비자 면접조사의 내용은 다음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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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사 내용

초연결기술의 활용
� 보유하고 있는 초연결기술 기기 종류

� 사용 빈도, 용도, 기술에 대한 주관적 능숙도

지속가능소비 실천

� 지속가능소비 용어에 대한 인지

� 실천하고 있는 행동 및 이유

�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 및 이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의 

실천 현황

�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

� 초연결기술이 실천에 도움이 된 이유

�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통

해 느낀 감정과 생각

<표 3-1> 1차 소비자 면접 조사의 내용

2) 자료 분석 : 주제 분석

녹취와 전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면접 조사 내용은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제 분석 방법은 연구자

가 새로운 현상에 관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설명적인 자료를 수집하

여 분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산출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Braun & Clark, 2006). 

주제 분석 방법은 주제의 빈도와 같은 계량적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주제를 연구자가 선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또한 귀납적, 연역적 주제 분석이 모두 가능

하며, 연구에 따라 혼합하여 연구자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경험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Braun & Clar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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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patr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개념 

틀을 토대로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

을 극복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

는데, 이를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제 분석 방법의 분석 과정은 먼저 전사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

며 현상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초기 코드를 생성한 후, 코드를 분석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주제를 형성하고, 내부 동질성과 외부 이질성을 

고려하여 주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핵심주제를 산출하고, 

산출된 핵심주제를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의 본질을 포착

하여 현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Braun 

& Clark, 2006). 

3. 2차 소비자 면접조사

1) 자료 수집 

2차 소비자 면접 조사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변

화와 변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속되는지, 혹은 

중단되는지에 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에게 시간적인 

공백을 두고 두 번 이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차 

소비자 면접 조사에 참여했던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2차 소비자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현상 내의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의 

다른 결과, 다른 사례의 유사한 결과를 비교하는 사례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1차 면접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고자 하였

으며, 1차 면접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던 참여자 가운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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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 면접 조사는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조사는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전화 방

식으로 이루어졌고, 한 사람당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2차 소비자 면접조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차 조사 

이후 1년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해 물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변화에 대해 떠올릴 수 있도

록 하였으며, 1차 소비자 면접조사에서 기존방식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내용을 상기시켜주었다. 다음으로 다음 

<표 3-2>에 구성된 주제들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순차적으로 묻지 않고 소

비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순서를 조정하여 질문하였

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으로의 변화에 관해서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변화

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천하면서 달라진 

점을 무엇인지에 대해 캐묻기를 거듭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

고자 하였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지속과 중단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진행하

였던 1차 소비자 면접 조사 당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실천하고 있던 

내용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 강도와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지속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사용

을 중단하였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두 면접 조사 사이의 시간적 공백동안 새

롭게 시작하게 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 경험에 대해 언급한 경우에

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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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사 내용

실천의 전반적인 변화
�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새롭게 실천하거나 중단하게 된 행동의 변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으로의 변화

�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의 실천으로 변화한 실천 

내용, 결정적인 이유, 변화의 과정

�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이 실천에 도움이 된 

이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지속과 중단

�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하였던 초연결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

� 지속되는 실천 내용과 이유,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 빈도와 강도의 변화

� 중단한 실천 내용과 결정적인 이유, 과정

<표 3-2> 2차 소비자 면접 조사의 내용

2) 자료 분석 방법

2차 면접 조사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란 ‘제한

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현재 진행형인 사

례’(Stake, 1995)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과정, 사람, 프로그램 등 

한정된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유와 상

황에 대한 배경,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에 적

합한 연구방법이다(홍연금 & 송인숙, 2010). 

사례연구에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는 제한성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주변의 사례들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분이 가

능한 경계가 되어야 하며, 둘째는 맥락성으로 현상을 이해하는데 맥락을 

따로 떼어놓고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례 연구가 적합하며, 

셋째는 구체성으로 사례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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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넷째는 복잡성으로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제

한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의 복잡한 요인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

여 새로운 연구의 영역이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개념적인 설명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유기웅 외, 

2018, 161p).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라는 제한

된 연구대상이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변화는 맥락

과 내포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주제이며, 양적 연

구보다 질적 연구를 통해 영향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기에 사례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리적 소비자, 

에코맘과 같이 기존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와 현상(홍연금 

& 송인숙, 2010; 김희경 & 윤순진, 2011)에 관한 연구에서 사례연구방법

이 사용되어진 바 있다. 

사례연구의 분석과정은 다른 질적 연구의 분석과정과 유사하게 수집된 

자료의 코딩, 범주화, 주제화 등을 통해 사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

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각 사례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의 복잡성을 내재

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개별 사례들에 내포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현상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도출하여 해석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

쳤다. 또한 현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례 간 비교연구를 위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다른 사례(MDSO : Most Different cases, 

Similar Outcomes)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유사한 사례(MSDO : 

Most Similar cases, Different Outcomes)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

고자 하였다(De Meur & Gottcheiner, 2009; 유기웅 외, 2018, 180p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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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면접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두 번의 면접조사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

능소비 실천의 현황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

문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 사용에 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초연결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예측하고, 초연결기술 사용에 능숙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를 중점

적으로 표집하였으며, 비교적 초연결기술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50대 

소비자도 일부 포함하여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 2차 면접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0대 7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2

명의 참여자가 표집 되었다.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20명 면접대상자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 <표 

3-3>과 같으며, 이 가운데 후속으로 이루어진 2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

상자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초연결기술을 자유롭게 나열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홈과 스마트가전 등 주거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연결기술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스마트홈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월패드, 도어락, 가정용CCTV, 스마트그리드와 일괄소등기능, 원격으로 제

어할 수 있는 가스밸브차단, 보일러작동, 조명 등을 언급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결된 가전기기들을 언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제품군이라도 기존의 가전기기와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기기를 다

른 차원의 기기로 구분지어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가전기기라

도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연동하여 실시간 정보 등 활용

도가 높은 것은 ‘스마트-’한 것으로 불렀으나 인터넷에 연결되더라도 활용

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TV, 스마트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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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스마트체중계, 스마트청소기(인공지능청소기), 스마트 냉장고(디스플레

이 화면이 있는 냉장고) 등에 스마트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교통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차, 드론과 같

은 기기나 자동차와 연동하여 시동을 켜거나 공조 및 예약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 등과 연관지어 떠올리기

도 하였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PC, 인공지능스피커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과 디바이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떠올렸다.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데이터분석, 각종 무

선 결제(페이), 모바일뱅킹, 통합계좌서비스 등을 초연결기술이라고 생각하

기도 하였다. 배달어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음성인식서비스 등과 건강

관리, 수면관리 등과 같은 헬스케어 어플들이 언급되었다. 그 밖에 연결성

에 중점을 두고 VR기기, 무선마이크, 블루투스이어폰 등을 초연결기술이

라고 생각한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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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주로 사용하는 초연결기술

1 여성 20대 공무원 미혼(독립거주) 스마트폰어플,스마트체중계,AI스피커

2* 남성 30대 사무직 배우자

전기차어플, 스마트홈어플, 스마트가

전(건조기,세탁기, 공청기, 스타일

러,TV)

3* 여성 30대 대학원생 배우자
AI스피커, IoT조명, 스마트가전(에어

컨), 스마트워치

4* 여성 20대 대학원생 미혼(부모동거)
스마트폰(지도어플, 공유자전거이용, 

식품구매), 스마트워치

5 여성 20대 대학원생 미혼(독립거주) 스마트폰, AI스피커

6* 여성 30대 사무직 미혼(부모동거)

스마트월패드, 스마트조명, 스마트그

리드, AI스피커, 스마트폰(대중교통어

플, 무선결제)

7 여성 40대 주부 배우자
스마트월패드, 가스밸브어플, 엘리베

이터호출

8 남성 30대 사무직 배우자 스마트월패드, 스마트홈어플

9* 여성 40대
프리랜서

작가
배우자, 자녀1

스마트월패드, VR기기, 스마트폰(도

서관어플, 걷기어플, 대중교통어플, 

재래시장어플)

10 여성 50대 주부 배우자, 자녀2 스마트월패드, 스마트폰

11 남성 20대 대학생 미혼(부모동거) 스마트월패드, 스마트폰

12 남성 40대 공무원 배우자, 자녀1
전기차어플, 아파트어플, 스마트가전

(공기청정기,에어컨)

13 여성 30대 학원운영 배우자, 자녀2

스마트월패드, 스마트청소기, CCTV

어플, 모바일팩스, AI스피커, 공유자

동차

14 여성 20대 대학원생 미혼(부모동거) 스마트청소기, 스마트워치

15 여성 20대 사무직 미혼(부모동거)
스마트월패드, 스마트폰, AI스피커, 

스마트TV

16* 여성 30대 연구원 미혼(독립거주)

AI스피커, 반려동물관련용품, CCTV, 

스마트가전(TV,에어컨), 스마트트래

커, 스마트폰

17 여성 50대 사무직 배우자, 자녀1
스마트폰(뱅킹), 스마트가전(냉장고, 

에어컨)

18* 여성 20대 사무직 배우자

스마트월패드, CCTV어플, 모바일팩

스, 스마트폰(중고거래, 도서관, 스마

트홈연동)

19 남성 20대 대학생 부모 스마트폰(지도어플,배달어플), IPTV

20 남성 40대 사무직 배우자, 자녀2
가스조명제어, 스마트가전(냉장고,세

탁기,청소기,TV)

* 2차 면접조사 참여자

<표 3-3> 면접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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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개념화

  1. 소비자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지금까지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의 개

념을 소비의 맥락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와 연관 짓기 어

려웠다는 한계를 지닌다(Verplanken & Roy, 2015).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소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학에서 소비란 소비자가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모든 

활동’(이기춘 외, 1995, p.4)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소비는 이러한 소비의 

개념에 경제, 사회, 환경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성을 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기본적

인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첫 번째로는 자원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소비의 개념에서 

소비자는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이 때 소비자의 자원으로는 개인 및 가계의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인적 자원, 돈과 같은 재정적 자원과 내구재 및 부동산과 같은 물적 

자원이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에서의 자원은 소비자가 보유하

고 있는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 외에도 나의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원이나 공공의 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며,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모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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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소비 동기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소비의 개념에서는 

소비자 개인과 가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소비 행동의 동기가 된다. 지

속가능소비의 개념에서는 여기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의 

욕구, 미래 세대의 욕구의 충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Steg & 

Nordlund(2012)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이 자신의 자원을 활

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미래 세대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져 소

비자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지속가능소비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다

른 사람 및 미래 세대의 욕구가 상충되지 않고 동시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김영균(2007)은 소비자 내면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기본적

인 욕구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 활성화되면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

기로 변환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행동이 동시에 여러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절약, 건강과 안

전, 사회적 참여에 대한 개인적 욕구의 충족이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박미혜, 2017;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011; 한국소비자원, 2005; Groot et al., 2012). 이와 같은 소비자 개인

의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대상의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지속가능소비

를 실천하는 소비자 개인 효용 관점에서의 실천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Leat et al.(2011)은 소비자로 하여금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

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의 범위를 경

제, 사회, 환경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로 넓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Geig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구환경 생태

계 안에서 살고 있는 동시에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기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를 판단할 때 생태환경적인지, 사회경제적인지 두 가

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lack & 

Cherrier(2010), Fuchs & Lorek(2005)은 친환경소비와 같이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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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약한(Weak) 지속가능소비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강한(Strong) 지속

가능소비 실천으로의 전환을 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 개인의 

자원 효율과 욕구 충족을 의미하는 지속가능소비의 경제적 차원을 기본 

전제로 하고, 경제와 환경, 경제와 사회의 교집합에 속하는 지속가능소비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인 지속가능소비’

란 자신의 자원과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신과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비를 의미하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지속가능소

비’란 자신과 사회 구성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공공 자원을 공

평하게 사용하며 서로의 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비를 의미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소비를 기본 전제로 한 이유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

를 위해 자신의 돈, 시간, 노력 등 개인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자

원의 효율이 보장되어야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이 지속될 수 있으며, 선행연

구에서 경제적 절약을 비롯한 건강과 안전, 사회적 욕구와 같은 개인적 욕

구 충족이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의 강한 동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적 욕구의 충족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 차원 이상을 충족한 것을 지속가능소

비로 간주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

게도 혜택이 있으며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할 수 있으

며, 향후에는 두 가지 차원을 준수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세 가지 차원을 준수하는 강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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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개념

소비자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도 지속가

능소비 실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agnano et al., 1995; 

Middlemiss, 2018). 특히 Jansson et al.(2010)는 소비자가 직접 자원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자원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을 활용하

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실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일상생활 대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동의 제약을 줄여주는 기술을 통

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박미혜, 2017; 

Chaturvedi, 2018; OECD, 2018), 오늘날 빠르게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보급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초연결기술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의 실천 의식을 실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있는 

동기 부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2005)과 Steg & 

Nordlund(2012)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을 위해 소비자 개인

의 시간, 노력,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효용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환경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 자

원의 효율적 사용과 욕구 충족에서 출발한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효용, 건강과 안전,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초연결기술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함으로써 소비자가 얻고 싶어 하는 개인적 효용을 제

공하는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도 기여하는 것

을 통해 소비자 효용 중심의 실천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 

초연결기술은 자원을 절약하도록 돕거나, 업데이트를 통해 제품의 사용

주기를 늘림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효용을 주는 동시에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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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기여할 수 있다(Höjer & Wangel, 2015; Lebel & 

Lorek, 2008; OECD, 2018).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경고해줄 수 있으며,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여 오류를 수

정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KOSTEP, 2020; OECD, 2018). 

또한 초연결기술은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와 재화를 쉽게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Lebel & 

Lorek, 2008). 나아가 사람들끼리 제휴하도록 하며 사회적 참여와 대화를 

늘림으로써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Mont 

& Heiskanen, 2015)

동기 부여를 통해 실천을 장려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

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어렵게 하는 장벽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Dolan, 2002; DEFRA, 2008). 소비자들은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행해오던 소

비 행동들이 지속가능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인식 및 판단의 어려움이 있

었다(Middlemiss, 2018; Verplanken & Roy, 2015). 또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더라도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을 감수해야하

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행동을 변화하는데 장벽이 

된다고 하였다(Isenhour, 2010).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분석해줌으로써 실천에 관한 소

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다(FTC, 2015; Martiskainen & 

Coburn, 2011). 이러한 점은 소비자가 판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연결기술은 소비자가 실천을 하고자 할 때 이를 간단하게 만들

어줌으로써 실천에 드는 불편함을 감소시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Håkansson & Sengers, 2013). 스마트홈 오토메이션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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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하

거나, 소비자가 집에서 멀리 있더라도 원격으로 집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실천에 드는 소비자의 시

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FTC, 2015; OECD, 2018).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기존의 소비와는 다른 소비 습관으로의 

장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거, 교통, 일상적 

소비의 세 가지 소비생활영역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며, 이 때 구매, 사용, 

처분으로 구분되는 소비의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고, 실제 소비자의 실천 경험을 측정하였던 문항들의 

내용을 고찰하여 각 소비생활 영역 및 소비단계에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한 소비

자의 경험에서 어떤 초연결기술이 어떤 실천 내용에 활용되고 있는지 파

악하고,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초연결기술을 활용

한 실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습관으로 자

리 잡아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

능소비를 실천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

소비 실천’을 다음 [그림 4-1]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소

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한 소

비자의 일상적 경험 및 실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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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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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현황

본 절에서는 2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차 면접 조사의 내용을 새

로운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을 경험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을 통해 앞서 개념화에

서 제시한 것처럼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동기를 촉진하고, 실

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

는지를 실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한 소비

자 경험에 관한 코딩들을 소비생활 영역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

역별로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로 사용되는 초

연결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분류된 코딩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결합하는 것

을 통해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관한 주제들을 도출하였는데, 주제들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념화

하여 제시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실천 동기의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의 절

약,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도출되었으며, 실천의 

어려움 극복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보조, 실천의 불편 감소가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소비생활 영역에 따라 실천의 동기가 되는 하위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실천의 어려움 극복과 관련하여 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수용,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증

가라는 새로운 주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주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

능소비 실천 내용을 살펴보고,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때 초연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

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67

1. 주거 영역

주거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로는 주로 스마트홈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와 스마트 그리드, 

또는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다양한 스마트 가전들이 있었다. 

주거 영역의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주거지의 선택, 주택의 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의 구입을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한 소비자

들의 경험에서는 스마트 조명, 인덕션, CCTV 등의 초연결기술 제품으로 

주택의 설비를 설치한 경험이 발견되었다. 

주거 영역의 사용 단계에서는 냉난방, 전기의 절약, 전자제품의 관리,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

천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가운데 냉난방 에너지의 절약, 주거의 

안전 및 보완 유지,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 확인에 스마트홈 월패드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기의 절약에 스마트 그리드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청

소기 등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하였다. 

주거 영역의 처분 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최소화에 관한 실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알려주는 초

연결기술 사용에 관한 소비자 경험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초연결기술이 소

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동기의 촉진과 실천 어려움의 극복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천 동기의 촉진

(1) 자원의 절약

연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주거 영역에서 에너지의 절약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을 통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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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용요금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즉, 경제적인 절약과 천연자원의 절약이 지속가능

소비 실천의 동기가 되며, 초연결기술을 통해 이러한 동기가 촉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초연결기술로

는 스마트홈에 부착된 월패드와 스마트 그리드가 있었으며, 직접 스마트 

전구를 설치한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홈 월패드를 통해 전기 사용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게 되어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는 동기가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스마트그리드의 일괄소등, 전력 동시 차단 기능 등을 활용하는 이

유로 전기의 사용과 전기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

었다. 또한 스마트 전구를 직접 설치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전기 절약과 전

기료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스마트 전구를 설치하였으며, 이 

때 초연결기술 제품인 스마트 전구는 기존 전구와는 달리 어플에 연동하

여 조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이러한 소비자의 동기에 부합한 것으

로 보인다.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서 에어컨 사용한 달이랑 안 쓴 달이랑 비교를 해

서 살펴봐요. 그리고 동일평형 전기료도 보여주면 우리가 많이 쓰네? 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바로 정보를 알 수 있

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더 생각하게 돼요.”(응답자 12)

“외출시 일괄소등, 전원 동시 차단이 전기를 아끼면서 경제적이라서 지속

가능소비라고 생각돼요.”(응답자 17)

“어떨 때는 은은하게 트니까 매번 밝게 하는 것보다 전기를 아끼는데 도

움이 되는 것 같아요.”(응답자 3)

(2) 삶의 질 향상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집 밖에서도 집 안의 실내 환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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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소비자의 개인적인 욕구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김영균, 

2007; 박미혜, 2017; Joshi & Rahman, 2015), 이러한 동기로 인한 행동

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OECD, 2018).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동기 촉진에 활용된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홈 월

패드와 연동되는 어플, 그리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청소기 등 스마트 가

전과 연동된 어플이 있었다. 스마트홈 월패드와 연동된 어플을 통해 가스

나 난방 등을 확인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기청정기나 에어컨과 

연동된 어플을 통해 집안의 공기 질과 온도와 같은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

한 만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가전의 최적화 및 

자율화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

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스마트 청소기와 연

동된 어플의 경우에는 청소를 원하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청소를 마친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월패드와 연동된 어플로) 외출한 다음에 가스나 난방이나 전등을 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안 껐으면 끌 수 있어서 좋아요.”(응답자 20)

“저희 아내가 천식이 심해서 공기청정기가 3대나 있어요. 지금 쓰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집 공기 어떤지 확인하고 틀고 그런 걸 많이 사용해요.”(응

답자 12)

“에어컨을 새로 사게 되었는데, 삼성이라서 스마트띵즈 어플에 들어가면 

집안 내부 온도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

어컨을 켤 수 있어요. 또 AI기능을 누르면 제가 많이 쓰는 제습, 공기청

정, 온도를 알아내서 알아서 제일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해줘요. 

막 트는 것보다 전기도 덜 쓰고 전기료도 덜 나올 것 같았어요”(응답자 3)

“이게 좋은 거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한 기록을 보여줘요. 지금 보

시는 게 아침에 제가 예약했던 대로 청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영역을 

네모 박스로 그려주면 거기만 청소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중략)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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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을 알려주니까 더 믿음이 가죠.”(응답자 13)

(3) 안전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였

으며, 이를 사회 전반의 안전 강화로 인식하여 안전에 대한 개인과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속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안전에 관한 욕구 충족에 활용되는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홈 월패드, CCTV, 스마트 조명, 인덕션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월패드를 통해 차량 출입이나 부재시 방문자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하였으며, 반려동물용 

CCTV를 보유한 한 연구참여자는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인하

고, 집 안에 침입이 발생했거나 큰 소리가 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안전

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센서 인식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명은 필

요한 상황에서만 점등되고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안전

에도 도움이 되며, 별도의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전기 사용 측면에서 효율적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덕션의 경우에도 어플과 연동하여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가스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전

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

다. 이처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안전 욕구의 충족을 위한 소비자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천연 자원의 효율을 통한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이나 

다른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도 도움이 되면 소비자는 이를 지속가능

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영균, 2007). 

“스마트월패드로 차량 출입이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어

서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불안감이 해소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응답자 20)

“제가 없을 때 강아지가 안전한지 CCTV로 잘 있나 궁금해서 확인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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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주 사용해요. (중략)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거나 집

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알림이 와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응답자 16)

“화장실에 새벽에 갔을 때 변기위치의 천장에서 약한데 적당한 불이 자

동센서로 들어오는데 되게 편리하고 다칠 우려도 없을뿐더러 화장실 불

을 다 켤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해서 전기

사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응답자 6)

“인덕션은 전기를 사용하다보니까 물론 전기세는 나올 수 있지만 가스를 

쓰지 않아도 돼서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친환경보다도 

일단 나한테 안전하다는 점이.. (중략) 인덕션은 냄비가 없는데 계속 켜져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도 있고, 요즘에는 어플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 타이

머도 맞춰놓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응답자 2)

(4) 다른 사람과의 연결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측정하였던 문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

는 것을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보았으며(Mont & Heiskanen, 

2015; Popovi & Kraslawski, 2015),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소비

자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소비자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소비자들도 초연결기술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다른 사

회 구성원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된 점을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홈 월패드를 

통해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져 커뮤니티의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월패드를 통해 

언제든지 경비실에 연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낀

다고 하였다. 

“(월패드로) 아파트에서 공지사항 알려주거나 투표하는 것도 시간 절약해

주고, 놓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편할 때 알 수 있으니

까.”(응답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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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월패드로 경비실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게 평상시에는 사

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경비실에 바로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주거든요. 또 화장실에서도 경비실과 통화할 수 

있고..”(응답자 6) 

2) 실천 어려움의 극복

(1) 사용량 인지

소비자들은 주거 영역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초연결기술을 활

용하면서 자신의 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 월패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에어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새로 구입한 에어컨에 작동한 후 종료할 때마다 자신

의 사용시간과 전기사용량을 알려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신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인지하게 되고, 그 수치를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월패드와 그리드를 통해 자신의 평소 사용량이나 다른 사람

의 소비량을 알 수 있게 되어 이와 비교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실제로 즉각적으로 조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쓰레기 무게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자신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의 컴퓨팅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사용량을 분석해주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량을 인지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TC, 

2015; Martiskainen & Coburn, 2011). 

“저희 집 에어컨은 끌 때마다 사용시간이랑 사용한 전기량은 늘 알려줘

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내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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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언제부턴가 거기서 나오는 수치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응답자 3)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각 방마다 전기를 몇와트 썼는지 보여주는 것도 

보고, (월패드를 통해) 평균적으로 우리 집이 얼마나 쓰는데 이번 달은 얼

마나 더 썼는지, 그리고 동일 면적인 다른 집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를 알

려주다 보니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걸 보면 뭔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기

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모를 때보다 아무래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응답자 7)

“겨울에는 진짜 (월패드를) 사나흘에 한 번씩 확인을 했어요. 거기서 사용

량이 많아지면 즉각 즉각 줄이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아도 

경각심을 주고, 실제 거기에서 나온 정보가 되게 정확하기도 하고..”(응답

자 9)

“저희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엄청 큰 목소리로 알려줘요. 

몇 동 몇 호에서 쓰레기가 몇 키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

까 아무래도 점점 줄이게 되요. 예전에는 밥을 많이 했다가 남으면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얼리거나, 처음부터 조금씩 하게 돼요.”(응답자 4)

(2) 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수용

초연결기술을 통해 제공받은 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전자제품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 사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

소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 Hojer & Wangel(2015)의 연구 내용의 

맥락과 일치한다. 소비자들은 청소기와 같은 스마트 가전이 스스로 진단하

여 연동된 어플을 통해 부품의 청소 및 교체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 제

공해주어서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잘 관리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기가 가장 피드백을 많이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브러쉬 알림, 

먼지 알림 등 여러 가지 상태를 바로바로 알려줘요. 더 잘 관리하면서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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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응답자 20) 

“저는 바쁘기도 하고 (청소기) 필터 교체 하는 거 언제 해야 할지도 잘 모

르겠고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응답자 13)

(3) 실천의 불편 감소

초연결기술은 직접적으로 실천에 드는 소비자의 노력을 줄여줌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도 하였다(FTC, 2015; 

Hakansson & Sengers, 2013). 소비자들은 스마트그리드의 일괄 제어 

기능을 통해 전자제품의 콘센트를 하나씩 제어하지 않고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전기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줄어

들어 편리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에어컨의 인버터 기술과 같이 자동적

으로 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되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속가능소비에 자동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

다.

“(일괄제어로) 콘센트를 일일이 뽑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요”(응답자 17)

“조명이나 콘센트 일괄 제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틀 이상 집을 비

울 때 일일이 하나하나 콘센트를 다 뽑고 끄고 가는데 귀찮아서 안할 때

도 있거든요.”(응답자 16)

“에어컨도 인버터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껐다 켜는 것보다 3

시간을 계속 켜도 에너지효율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

의 발전이 저절로 더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요.”(응답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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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영역

교통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

는 초연결기술로는 커넥티드 카의 자가진단 기능, 공유자동차와 공유자전

거 등 공유이동수단 서비스, 대중교통정보 관련 어플,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 스마트 워치 등이 있었다. 

교통 영역의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공유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 공유이동수단 서

비스 등의 초연결기술이 활용되었다.  

교통 영역의 사용 단계에서의 실천 내용으로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동을 선택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자제하고 연비를 고려하여 운전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실천에 활용되는 

초연결기술로는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 대중교통정보 관련 어플, 스마

트 워치가 있다. 

교통 영역의 처분 단계에서의 실천으로는 자동차의 관리를 통한 사용

주기 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커넥티드 카의 자가진

단 서비스를 통한 부품 교체 및 관리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동기의 촉진과 실천 어

려움의 극복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천 동기의 촉진

(1) 자원의 절약

교통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 천연 자원을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

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초연결기술로는 대중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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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과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이 있었다. 

대중교통의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을 사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

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비용과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의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다양한 경로와 교통수단 가운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고, 예상되는 시간에 도

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전처럼 막연하게 나가서 한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몇 분이라도 내가 

더 아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놓쳤을 때도 그 다음에 언제 오는

지 아니까 그 다음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 같

았으면 10분에서 15분을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가만히 기다렸을 거예요. 시

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략) 예전에는 항상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들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버

스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버스 도착 1-2분 전에 우루루 몰려서 사

람들이 버스를 타고 그렇더라고요.”(응답자 6)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을 고를 수 있고, 여러 교통편중에 고를 

수 있고, 같은 버스라도 배차시간을 보고 나한테 맞는 시간을 고를 수 있

는.. 언제 무엇을 탈지 정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 기분이 들었어요”(응답자 6)

“지도 어플 같은 것도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어플을 통해

서 목적지만 입력하는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중략) 도착예정시간도 

거의 정확하게 알려줘서 편리하고요.”(응답자 19)

(2)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초연결기술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이 강화되고 운전자들이 

편리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기여하는 초연결기술로는 커넥티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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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진단 기능과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이 있었다. 소비자는 스스로 

진단하여 부품 교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커넥티드 카를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을 통해 목적지까지 당황하지 않고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주변의 교통 상

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안전해졌다는 의견도 있

었다.  

“자동차에서 타이어 공기압 정보나 이런걸 알려주면 딱 필요할 때 교체할 

수 있게 되고 평상시에도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필

요하고 안전한 정보를 주는 게 진정한 초연결기술이라고 생각해요.”(응답

자 8)

“목적지만 입력하는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는 또 설정을 누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만 안내해주기 

때문에 편리해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중략) 단순히 지도만이 아니

라 맛집 정보라던지 주유소 기름값.. 여러 그 근처의 정보도 알려주고, 실

시간적인 교통상황도 알려줘서 이제는 알고 있는 길을 갈 때에도 가급적

이면 켜놓고 운전을 해요.”(응답자 19)

(3) 다른 사람과의 연결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자동차, 전기충전기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적으로도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전기에너지를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이야

기하였다.  

“밤에 사람들이 덜 이용해서 전기세도 더 쌀 때 예약을 걸어서 그 시간에 

충전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편해요. 심야시간에 전

기료가 저렴한 이유가 한전에서 그 시간에 제일 에너지가 남는 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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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건데, 사람들이 덜 쓰는 시간에 쓰면 에너지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

는 거라고 생각해요.”(응답자 12) 

2) 실천 어려움의 극복

(1) 사용량 인지

소비자들은 교통 영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비를 통해 자신이 천

연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사용량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연비 계산 정보를 통해 혼자 이동하기 위해 

석유를 사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

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연비를 신경 

쓰면서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에 운전을 하게 되면서 연비 계산된 걸 보다보면 은근히 기름이 많

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뜨겁고 막

히는 도로에 7인승 자동차를 혼자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쾌적하고 좋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대중교통도 있는

데, 나 편하자고 기름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덥거나 짐이 많은 날에만 차를 타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따릉이(공유자전거)도 

자주 이용해요.”(응답자 4)

“자동차에서 1km가는데 얼마의 연료를 소비했는지 알려주면 아무래도 연

비운전을 하게 되서 행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응답자 20)

(2) 실천의 불편 감소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정속주행 기능이나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

이 천연자원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불편을 상쇄시켜주었으며,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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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어플과의 연동을 통해 상쇄되어 지속

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정속주행 기능을 천

연자원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절해주기 때문에 환경적이면서 경제

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차 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

을 통해 천연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동시에 미

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

도 있었다. 환경적인 이유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전기차 

충전에 관한 불편함이 어플을 이용하면 줄어들어 전기차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기름값 절약을 위해 정속주행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 크긴 한

데, 환경도 생각해서...”(응답자 20)

“자동차에서 크루즈컨트롤처럼 사람이 스스로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려운데, 기계가 도와줘서 좋은 것 같아요. 과하거나 과소하게 사용하지

도 않는 거라서 적정하게 사용되면 환경파괴도 덜 되고 경제적일 것 같아

요.”(응답자 11)

“귀찮은걸 기술적으로 커버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빨간불

에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공회전을 줄여서 환경적으로도 좋고, 연비가 좋아져서 소비자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급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해주기도 하니까 사회적으

로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환경이 좋아지면 사회구성원들도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응답자 8)

“아직까지 사람은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

를 하는데 어플을 이용하면 그런 불편함이 많이 줄어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경유차들이 매연을 뿜지만 나는 운전을 하면서도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응답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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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대안의 증가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다양한 공유이동수단을 보편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실천 대안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유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초연결기술을 통해 자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동차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

어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Lebel & Lorek, 2008; Mont & 

Heiskanen, 2015).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공유자동차를 이용하

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모두가 함께 쓰는 물건

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회

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실천 대안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저는 카쉐어링을 해요. 일단은 이게 1인가구도 많이 생기고, 요즘에 휘발

유값도 오르고..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도 그렇고 차를 줄이자는 얘기도 많

이 나오고, 카쉐어링은 어플로도 할 수 있어서 편해서 자주 이용해요. 우

리 앞단지 주차장에도 소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

(응답자 13)

“(공유자동차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라서 지속가능소비라고 생각이 들었

어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쓰는거니까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인식이 있긴 

해서, 그런 것도 사회적인 걸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사회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한 대가 더 생기는 것만으로

도 거기에 생산될 때도 자원이 들고,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차가 두 대 

움직일 때 한 대만 움직이면 더 환경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풀

도 자주 이용해요”(응답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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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적 소비 영역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하

고 있는 초연결기술로는 소셜네트워크, 중고거래플랫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모바일 팩스, 모바일 결제·고지서·뱅킹 등의 다양한 초연결 서비스

들이 있었다.

일상적 소비 영역의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

산된 제품 구입, 중고상품 구입을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이 때 활용되는 초연결기술로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를 탐색,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한 중고제품 구입, 동영상 스트리

밍 서비스와 모바일 팩스와 같이 기존에 자원을 사용하던 소비를 대체하

는 대안 선택 등이 있었다. 

일상적 소비 영역의 사용 단계에서의 실천 내용으로는 건강한 식습관

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직접우편의 거절 등이 있다. 이 때 모바

일 결제, 모바일 고지서, 모바일 뱅킹 등의 초연결기술이 활용되었다. 

일상적 소비 영역의 처분 단계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으로는 

사용 후기를 남기거나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처분한 경험들이 발견되었

다. 이상의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동기의 촉진과 실천 

어려움의 극복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천 동기의 촉진

(1) 자원의 절약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비용이나 노력 등 자신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부가적으로 천연자원의 

절약이나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속가능소

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동시



82

에 절약할 수 있다면 이를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실천

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경제적 비용, 천연 자원, 다른 사람의 노동력 절약에 관한 동

기의 촉진을 위해 활용한 초연결기술로는 모바일 팩스, 모바일 뱅킹, 배달 

어플, 모바일 청구서 등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기술들이 있었다.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실

제 팩스기계, 종이 구입, 팩스 연결을 위해 드는 비용이 모바일 팩스를 이

용하면서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팩스 기계를 만들고 종이를 

사용하는데 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

환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재료를 사용하여 

자원 집약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대신에 무형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경제적 비용과 천연 자원을 절약하려는 소비자의 동기를 촉

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ojer & Wangel, 2015; 

Lebel & Lorek, 2008). 

“저는 팩스 대신에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요. 팩스는 실물 종이도 필요하

고, 팩스기계도 필요하고, 랜비도 필요하고, 그게 결국 돈이기도 하고 자

원도 드는데. 모바일팩스는 파일로 받아서 편해요.”(응답자 13)

또한 할인을 받기 위해 배달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종업원과 전화

로 묻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 점이 서로의 수고로움을 줄여주기 때

문에 지속가능소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은행 거래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수고로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의

견도 있었다. 

“배달 어플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배달 어플이 할인도 더 많고, 어디

가 맛집인지 아닌지 리뷰도 볼 수 있고, 지금 문 열렸는지 닫혔는지, 추천

메뉴가 뭔지 전화해보지 않고도 지금 상황이나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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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좋아요.”(응답자 11)

”토스처럼 한 어플로 모든 금융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수수료 없이 바로바

로 간단하게 송금하고 이런게 초연결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스마트

폰만 있고 인터넷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이 좋은 점

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수시로 스마트 폰으

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시간도 줄고 은행에 가는 수고로움

도 줄었으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응답자 17)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접 우편을 거절하는 것을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내용 중 하나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연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고, 언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

하였다.소비자들은 청구서 배송을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들지 않는다

는 점을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편리하며, 우편 운반에 드는 비

용, 종이의 사용이 줄어드는 점도 언급하였다. 

“예전에는 고지서를 종이로 받아 볼 건지 온라인으로 받아 볼 건지 물어

보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받아 보는 게 나중에 집에서 

청구서가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서 확인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열어서 검

색해보면 되니까 나도 더 편하고 종이도 안 쓰고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 같은 것도 안 드니까.. 저는 삼성페이도 지속가능

소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결제도 되는 거

면 사람들도 더 편리하고, 카드를 만드는데 플라스틱도 사용 안하게 되고

요.”(응답자 6)

“이제는 종이를 안쓰고, 찾아서 보지 않아도 되고, 배달해주는 사람도 안

들고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는 글자가 되게 작고 정보가 많아서 찾기도 

어려운데, 아파트너앱이나 그런건 원하는걸 클릭해서 볼 수 있어서 편의

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응답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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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연구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거래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욱 안전해진 

것 같다고 하였다. 

“초연결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아예 반대

로 생각했어요. 옛날 같으면 직접 전화번호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연결이 될 수 있으

니까요. 더 보안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응답자 8)

(3) 다른 사람과의 연결 

초연결기술을 통해 소비자 후기에 대한 실시간적인 접근이 가능해진 

점도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 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소비자의 후기를 참고하여 구매의 실패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

일 수 있었으며, 자신이 남긴 후기가 제품의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고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연결된 것 같은 기

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사기전에 검색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패가 줄어들더라고요. 물건을 잘 알

아보지 않고 사게 되고, 그걸 잘 안 쓰게 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중략) 어플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리뷰든 오류든 그걸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면

서, 저는 후기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품개발자들한테 정보

를 주면 그걸 받아드려서 고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리뷰를 

남겨서 정보를 주는 걸 자주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게 사회적

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걸 보면 계속 뭔가 연결되어있

구나 발전되고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응답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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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어려움의 극복

(1)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

일상적인 소비에서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

이 있어도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이나 소셜네트워크상 다른소비

자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

거나, 식품의 생산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판단에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특정 대상에게 수익금의 일부가 돌아가

거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포장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정무역커피를 이

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소비

자는 소셜네트워크상의 다른 소비자의 정보를 통해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소비자들의 

실천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가능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직접 여러 매

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후기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제품 구매의 실패를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

소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부까지는 못하지만 기왕이면 사회적인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있

었는데, 요즘에는 SNS로 위안부 팔찌나 폰 케이스 이런 정보도 많이 올

라오고, 인터넷으로 위안부 팔찌나 장애인이 만든 물건 같은걸 살 수가 

있어서 나한테 쓸모가 있을 거 같으면 사는 편이예요.”(응답자 19)

“화장품 동물실험이랑 플라스틱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서 

온라인 유통을 주로 하는 화장품 회사인데 뽁뽁이를 안쓰고 재생종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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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하는 회사를 알게 돼서 거기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응답자 

15)

“지속가능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정커피 이

용하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SNS로 사람들이 하는걸 보니까 나도 더 해

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알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 

(중략)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더 하기도 쉬워지고, 지속가능소

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고..”(응답자 9)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게,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갖게된게 돈 절약이나 시간절약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물건 사기 전

에 미리 다 가보지 않아도 어떤 상품인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후기도 읽어 볼 수 있고..”(응답자 11)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조회하면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배송되서 나한테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고기를) 기른 사람 이름이랑 사진

도 나오고..(응답자 4)”

(2) 실천의 불편 감소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공유, 운반 등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실천하지 못했는데, 초연결기술을 통해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해

결되어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고거래플랫폼이나 지역 내 온라

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구매와 처분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 제품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색하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지역 사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고 거래와는 달리 택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적이며,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하다고 하였다. 소비자들

이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원을 오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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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지속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새로 뭔가를 사야할 때도 맘카페 같은 걸로 중고물품을 살 수 있는지 먼

저 찾아봐요. 그럼 저렴하기도 하고, 리싸이클링도 되니까 환경보호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응답자 9)

“저는 중고제품도 자주 이용해요. 지금 냉장고도 중고로 구입했어요. 이사 

다니면서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도 가전제품을 중고로 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같이 재활용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

만 나에게는 필요한 걸 하니까 좋죠. 식기 같은건 먹는거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중고로 사지 않지만 가전제품같은건 쓸 수 있는데 

왜 버리는지 싶어서 중고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저희도 중고로 팔기도

하고 무료 나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굳이 돈을 떠나서 더 쓸 수 있는건

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응답자 12) 

“사실 옛날에 중고사이트가 있어도 잘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당근

마켓 어플을 쓰는데 그건 동네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택배도 안보내도 되

고, 직접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돼서.. 그런 훨씬 편한 인프라

들이 생겨서 더 자주하게 된 것 같아요. 굳이 쓸 수 있는데 쓰레기를 만

들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나눔을 한다던지 아니면 

3000, 5000원 이렇게 소액에 팔아요.”(응답자 16)

(3) 새로운 대안의 증가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결

과적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예로  IPTV를 

통한 영화 감상에 관한 소비자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는 거리가 있는 영화

관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IPTV를 통해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점도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 같다고 하였다.

"영화관까지 거리도 먼데 가지 않아도 집에서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움직이는 비용이나 시간도 안 들고 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지속가능하

다고 생각해요.“(응답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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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분석 결과의 해석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소비자 경험을 영역별

로 주제 분석하여,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천 동기의 촉진에 속하는 주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자원의 절약, 

삶의 질 향상·안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자원의 절

약의 경우 소비생활 영역별로 소비자가 절약하고자 하는 자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천연 자원의 절약과 경제적 비용 절약이 주

된 동기가 되었으나, 교통 영역에서는 이동에 드는 시간 절약이 중요한 동

기가 되었으며,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거래를 하는 상대방인 다른 사람

의 노동력 절약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천 어려움의 극복에 관한 주제로는 인식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신

의 사용량 인지 외에도 제품관리정보 수용,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 공

유가 있었으며, 행동 변화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실천의 불편 감소와 새로

운 대안 증가가 발견되었다. 

소비생활 영역별 주제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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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위 주제 범주

실천의

동기

촉진

자원의

절약

경제적 비용

절약 및

천연자원 절약

� 스마트홈월패드를 통한 실시간 사

용요금 조회

� 스마트홈 일괄제어 기능 사용

� 스마트 조명 설치하여 다양한 조도

설정 및 자동소등

� 모바일팩스, IPTV와 같이 실물 자

원을 무형의 서비스로 대체

이동에 드는

시간 절약 및

천연자원 절약

� 대중교통어플,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을 통한 다양한 대안, 도착시간

예측

나와

다른 사람의

노력 절약

� 배달어플서비스, 모바일뱅킹 등 서

로의 시간과 노력 감소

� 모바일고지서로 전환하여 우편을

전달받는데 드는 노동 감소

삶의 질

향상·안전

삶의 질 향상

� 스마트홈어플을 통해 외부에서 가

스와 난방 확인 및 조절

� 귀가 전 공기청정 및 냉난방 조절

�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을 통해

주행 주변 상황 확인

안전

� 스마트홈월패드를 통한 차량 출입

및 부재시 방문자 정보 확인

� CCTV로 외부 침입 및 실내 안전

확인

� 스마트인덕션 자율기능 및 어플 연

동 확인

� 자동차 자가진단 기능

� 중고거래플랫폼 등 개인정보를 주

고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

다른

사람과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

� 스마트홈월패드를 통한 커뮤니티

정보 접근 및 다른 사람과 연결

�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어플을 통한

효율적 분배

� 다른 소비자 후기 참고

<표 4-1> 1차 소비자면접조사의 주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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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제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

석해보고자 하였다.

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자원의 동시적 절약’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소비자는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물, 공기, 환경과 같은 천연자원, 다른 사람의 자원의 효율을 고려해야 한

실천의

어려움

극복

인식

및

판단의

어려움

극복

사용량 인지

� 스마트홈월패드, 스마트그리드, 스

마트가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자

동차 연비 등 자신의 사용량 정보

확인 후 인지

� 다른 사람의 소비량 등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확인

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수용

� 스마트가전 및 자동차 부품교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

지속가능소비

에 대한 정보

공유

�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 및 공유

행동

변화의

어려움

극복

실천의 불편

감소

� 동시에 여러 기기를 제어해주는 일

괄제어 기능 사용

� 정속주행기능(자율기능),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최적기능) 사용

� 인버터기술처럼 자동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

�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의

불편함 감소

새로운

대안의 증가

� 공유이동수단 서비스와 같이 소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속

가능소비 실천 대안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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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초연결기술은 소비자가 고려해야 하는 여러 자원을 동시에 절약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비용과 천연 자원의 사용을 동시

에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였다. 이 때 초연결기술의 컴퓨팅 

기술은 스마트홈 월패드나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센싱 및 제어 기술은 일괄 제어나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즉각적인 실천이 가능하게 하였다. 

초연결기술의 초연결성은 스마트 전구와 같이 어플을 통해 연동될 수 있

고,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밝기만큼만 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여 

전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교통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을 단축하는 동시에 천연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였다. 이 때 소비자들은 

대중교통 관련 어플이나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을 활용하였는데, 초연결

기술의 초연결성 및 컴퓨팅 기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해줌으로써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있어 대

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용과 천연 자원의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비용이나 시간, 노

력을 절약하고자 한 행동이 천연 자원의 절약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 절

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

로 생각하였다. 그 예로 경제적인 비용 절약을 위해 모바일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팩스기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서 천연 자원의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소비자 경험, 시간과 노력을 절

약하고자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청구서 발행과 운반에 드

는 천연 자원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절약되었다는 소비자의 경험이 있

었다. 이밖에도 초연결기술의 혁신 및 융합으로 가능해진 모바일 뱅킹, 모

바일 결제, 배달 어플 등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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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거래 상대방의 수고로움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시간, 비용, 노력을 줄여주는 동시에 천

연 자원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소비

자가 고려해야 하는 자원의 수가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상쇄

하고,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강화’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

회 구성원,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초연결기술은 소비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천연 자원의 사용을 줄여 잠재적으로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였

다. 또한 안전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통해 개인 

및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집 밖에서도 집 안의 조명이나 난방 등을 

켜고 나왔는지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천연 자원의 불필요

한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초연결기술의 센싱 및 제

어 기술이 활용되었다. 

또한 어플에 연동되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통해 공기의 질이나 온

도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율 및 최적 기능

을 활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이 향상되었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불필요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

홈 월패드, CCTV, 인덕션, 스마트 조명을 사용하였다. 이 때 월패드와 

CCTV는 초연결기술의 센싱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부재시 방문자나 출

입,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감지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초연결성

은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연결하여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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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해주었다. 

교통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커넥티드 카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

동차 스스로 문제가 있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지를 차량의 디스플레이 

화면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려주어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도 및 네비게이션 어플을 통해 교통 안전 정보를 비롯한 

이동하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이 강화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초연결기술의 컴퓨팅 기술이 

활용되었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이 새롭게 가능하게 한 

융합 및 혁신 서비스 가운데 중고거래플랫폼과 같이 거래의 상황에서 직

접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안전함을 느

낀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이 강화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초연

결기술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이기

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 증대’

지금까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인 측면이 부각되

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연결기술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이 증대되면

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홈 월패드를 통해 커뮤니티 내의 중

요한 공지사항을 알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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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영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기와 연동되는 어플을 통해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비자 경험이 발

견되기도 하였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소유

했던 재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 내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

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소비자들끼리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와 후기를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소통과 참여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 증대에 초연결기술의 초연결성과 초

연결기술을 통해 새롭게 가능해진 융합 및 혁신 서비스가 활용되었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사회구성원간의 연결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보와 

재화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사

회적인 소통과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과 실천 의식의 증대’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소비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것

을 요구한다. 소비자는 평상시에 해오던 소비 행동들을 지속가능소비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평상시 소비 행

태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분석해주고,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해줌으로써 지속가능소비를 해야겠다는 소비자의 실천 의식을 증대시킴

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였다.  

주거 영역과 교통 영역에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의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천연 자원의 양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스마

트홈 월패드를 통해 냉난방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알게 되었으며, 스마트가

전과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자동차의 연비 계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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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유 사용량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자신의 평균 사용량이

나 다른 소비자의 평균 사용량과 같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화되었으며,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천 전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 영역에서 스마트 가전제품 관리, 부품 교체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제품을 잘 관리하여 오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

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 다른 소비자의 실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

어 지속가능소비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소비해야하는지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 판단의 기

준이 되는 정보, 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다른 소비자의 실천에 관한 정보 

등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해주며, 소비자의 실천 의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불편 감소와 실천 대안의 확장’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

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 때 초연결기

술은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 등 불편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편리한 새로운 실천 대안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속

가능소비 실천 행동을 촉진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초연결기술의 센싱 및 제어 기술은 일괄 제어와 원격 

제어를 통해 실천 행동을 위해 소비자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줄임으로

써 실천하고자 하였을 때 즉각적인 행동 변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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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영역에서는 초연결기술의 최적 및 자율 기능을 활용하여 절약을 

위한 정속주행기능이나 공회전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 등이 사용

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자가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천연 자원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에 드는 소비자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의 불편함을 초연결기술과 연동되는 

어플을 통해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 활용되는 중고거래플랫폼은 기존 중고거래 과정

에서의 개인정보 공유, 사기 등의 문제와 택배 거래의 불편 등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중고거래를 통한 구매와 처분을 증가시켰다. 

또한 초연결기술은 융합 및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실천 대안을 제공해줌

으로써 소비자의 실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교통 영역에서는 소

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신 공유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영화관에 가지 않고 영화를 감

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비자 경험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기존 실천 행동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해

주거나, 새로운 실천 대안을 제공해줌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

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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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변화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습관의 변화를 의미하

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

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이 소비자의 실천에 미친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시작되고, 지속 또는 중단되는 변

화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

차 면접 조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을 두고 2차 면접 조사를 실시

하여 참여에 응한 7명의 소비자들의 경험을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별로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된 계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고, 중단하는 변화의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는 세 가지 소비자 유형

을 발견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시작, 지속,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사례간 통합 분석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현상 안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초연결기술이 소비자

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이로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소비자 유형별 사례분석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변화

는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이 확장된 유형,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이 촉진된 유

형, 기존방식의 실천으로 전환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확장된 소비자에 속한 사례대상자는 A, B, C로, 이들은 평소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관심이 많았으며, 1차 면접조사 당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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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소비자이다. 이들은 2차 면접조사

에서도 1차 면접조사 당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실천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 지속하고 있었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확장되었는데 주

로 사회적인 참여에 관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전환된 소비자에 속하는 사례대상자 D, E는 평소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며 1차 면접조사 당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다양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 면접조사에서 대부분의 초연결

기술의 활용을 중단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실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었다. 

촉진된 소비자에 속하는 사례대상자 F, G는 평소 지속가능소비 실천 

수준이 낮은 반면에, 다른 소비자 유형에 비해 다수의 초연결기기를 보유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천 내용에 따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

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초

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식과 실제 행동수준이 높아진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유형별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시

작하고, 지속하거나 중단하게 된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확장된 소비자

확장된 소비자인 사례대상자 A(1차 면접조사 3번 응답자)는 30대 여성 

소비자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이전에도 단열

커튼을 설치하거나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잘 파악하고 관리하

는 등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던 소비자이다. 그러나 전

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가 많아 전기 절약에는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결

혼을 하여 독립된 가정을 꾸리면서 초연결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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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입하게 되면서 전기 절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1차 면접조사 당시 사례대상자 A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가전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과 스마트 전구였으며, 2차 면접조사에

서 사례대상자 A는 스마트에어컨의 어플 연동은 중단하였지만 이 외에는 

초연결기술의 활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두 시점 사이에 체감

한 변화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지인의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플로깅을 실천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판매가 어려워진 강원도의 아스파라거스와 

감자 등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지인의 실천이 공공 캠페인보다 

더 큰 자극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

한 의식 확산과  사회적 참여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북극곰이 죽고 있다는거나 연예인들은 솔직히 신경 안 쓰이는데, 친구들 

중에 요즘 플로깅(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운동)같은거 하는 애들도 

있고.. 주말마다 얼마나 플로깅했다 이런 걸 볼 때 마다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집에서 쓰레기를 만

들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사례대상자 

A)

사례대상자 B(1차 면접조사 9번 응답자)는 40대 후반의 주부 겸 프리

랜서 작가로 환경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어 지속가능소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전 영역에서의 실천 수준이 높은 편이었

다. 1차 면접조사에서 사례대상자 B가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홈 월패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이 

있었으며, 2차 면접조사에서도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던 사례대상자 B는 1년이라는 시

간적 공백 동안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들을 새롭게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사례대상자 B가 사용하는 어플로는 보건소

에서 개발한 도보걷기 어플(워크온), 공공 도서관 어플(U도서관),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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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전통시장 식품 당일배송 서비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어플을 사용

하는 것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한다는 기분이 든다

고 하였는데, 그 예로 도보걷기 어플의 경우 어플을 설치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의 평균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기분,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 소속감 등

이 든다고 하였다. 

“(보건소 걷기 어플을) 올 여름에 시청홈페이지에서 봤고, 그래서 일단은 

만보기 대신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더 동기부여가 됐는데 동기부여가 되

는 이유가 본인과 같은 주거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하루에 걷는 양을 서

로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또 나의 친구들을 등록하면 워크온에 등

록된 친구들이 하루 걷는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은 익명이라 누

군지는 서로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5천보를 걸었으면 8천보 걸은 사

람이 있다면 서로 자극이 되는 거죠. 서로 자극도 되고 또 언택트시대잖

아요. 옛날에는 같이 운동할 친구를 찾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서로의 운동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보다 우리 동네 걸음수가 많으면 소속감도 느껴지고 지금 다 같이 걷

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런 기분도 들고..”(사례대상자 B)

사례대상자 C(1차 면접조사 6번 응답자)는 30대 여성으로 직장 내에서 

분리수거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그린피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이다. 그러나 스마트홈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 영역에서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활

용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주거지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초연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차 면접조사 당시 사례대상

자 C가 활용한 초연결기술은 주로 교통 영역에서의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어플과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있었으며, 2차 면접조사에서는 일상적인 소비 

영역에서의 원격 주문(사이렌오더), 어플을 통한 비대면 예약, 모바일 결

제, 모바일 고지서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들이 추가되었다. 사례

대상자 C는 이러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초연결기술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근로자에게도 편리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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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기 때문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더욱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무실에서 하루만 해도 이만큼이 나오는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

는 게 이정도인데, 사회전체로 생각하면 하루 만에 얼마나 또 이런 게 많

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약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많이 되

고... (중략)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걸 어렸을 때

부터 학교에서 배웠는데도, 요즘에도 보면 여전히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소비되는걸 보면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정말 쓸게 없다는 생각

도 들고, 지금 세대만해도 다른 동물이나 환경들이 파괴되면 지금의 지구

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린피스 후원도 하

고 있어요.”(사례대상자 C)

(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시작

사례대상자 A와 B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

한 초연결기술 제품이 자신이 평소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던 실천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전기절약에 어려움을 느끼던 사례대상자 A는 새로운 조명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전구를 접하게 되었으며, 조도를 

다양한 밝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밝게 켜는 것보다 전기를 절

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에어컨

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하여 집 밖에서도 끌 수 있

어 불필요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소비량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최

적화 기능이 제공되어 전기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들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1차 면접조사에서 사례대상자A는 스마트전구

와 스마트 에어컨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에 수시로 접속하여 자신의 에

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고 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되어 전기 절약에 큰 도움

이 되었으며,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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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필요한 정보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은 하니까. 몇 시간 사용했고, 그래서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작동

시간과 전력시간. 얼마나 오래 켰는지 쓰다보면 잘 모르는데 끌 때 몇 시

간 사용했다고 하면 아.. 오래 켰구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자각을 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소비자가 불쾌하

든 유쾌하든 간에 얼마나 쓰는지 알려주는 건 중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잘 샀다. 믿음직스럽다. 내가 까먹고 나간다거나 이

런 실수를 해도 한 번 더 안전망이 있을 것 같고.”(사례대상자 A)

사례대상자 B는 난방과 전기를 더욱 신경 써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 접속하여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절약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초연결 기기

인 스마트 월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용 방법과 사

용 후기 등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검색을 해보니까 입주자카페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을 쓰더라구요. 월패드로 아니면 아파트너 어플로 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정보를 알게 됐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 서로 얼마가 나

왔다. 그렇게 공유하게 되니까 관심이 더 생긴거예요. 자극을 주는 동료

가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촉진되는 요인들이 있은 거죠. 또 이웃주민들이 

알려줘서 저도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서로 정보 이야기도 공유하고...”

(사례대상자 B)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도 다른 소비자의 후기를 검색해보고, 지속가능소

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해보는 

편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좋은 어플이라도 어플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혜택이 명확한지

를 따져보고 사람들의 평을 확인해서 후기를 읽어보고 할 것인지 말 것

인지 결정하는 편이예요”(사례대상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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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례대상자 C는 우연한 기회로 초연결기술을 이용하다가 경험

이 축적되면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유자전

거를 이용해보게 된 이후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

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에는 지속가능소비의 일환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어플의 경우에도 버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기 시

작했지만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공유자전거를 엄청 탔어요. 버스가 너무 없고 오래 걸리고 택시는 너무 

비싸기도 했는데, 길거리에 어느 순간부터 보이니까 한번 타봤는데 결제 

같은 것도 한번 등록하면 다시 안 해도 되고 큐알코드만 찍으면 간편해

서 그 다음부터는 가까운 거리 갈 때는 버스나 택시를 타기보다 자전거

를 애용했어요. 편리해서 일단 썼는데 그게 환경에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분 좋게 더 이용한 거죠.”(사례대상자 C)

사례대상자 A, B, C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시작함에 있어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정

보가 제공되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초

연결 기기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방법에 관한 정보, 사용 후기에 관

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소비를 의도하지 않고 초연결

기술을 활용하였더라도 초연결기술의 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소비자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연결기술을 사용해보는 경

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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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지속

1년 후 이루어진 2차 면접조사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맥락에서 지

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로 사례대상자 A는 스마트전구를, 

사례대상자 B는 스마트홈월패드를, 사례대상자 C는 대중교통어플과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사례대상자 A는 직접 전구를 켜고 끄는 것

보다 스마트 전구 어플을 사용하면 밝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

이 가능하며, 전구의 밝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이 전기의 절약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중력이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플의 조작이 복잡하지 

않았던 점도 지속적인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하였다. 

“노란빛이냐 흰빛이냐가 집중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조작의 

용이성.. 조작이 쉽긴 한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나의 집중력, 생산성을 

변하게 해주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사용하고..”(사례대상자 A)

사례대상자 B는 이전의 방식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던 것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스마트홈 월패드를 활용하면 자신의 평소 사용량을 알려주

어 현재의 소비량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공해주며, 동일 평형

의 평균 사용량과 같은 다른 사람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다른 

사람들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서 자신도 절약을 해야겠

다는 생각이 들어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월패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큰 금액은 아

니지만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 비교하면 실제로 많

이 줄어든 건 아니예요. 근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용량도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끼고 

사는데.. 나도 좀 더 절약을 해야겠다는.”(사례대상자 B)

사례대상자 C는 공유 자전거와 대중교통 관련 어플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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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났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

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한산하다가 버스 도착 직전에 맞춰 사람들이 모이

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사례대상자 A, B, C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전구 어플을 활용해야 다양한 색상 설

정이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정보를 활용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난 것처럼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초연결기술

을 활용해야만 가능해지는 차별점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능이라고 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뿐만 아니라 집중력, 개

인의 노력 절감과 같은 소비자 개인적 효용도 존재해야 한다는 점, 조작이 

간단해야 한다는 점, 다른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함께 노

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거나 다른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각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3)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중단

사례대상자 A는 1차 면접조사 당시 스마트 에어컨 어플에 수시로 접속

하여 집 안의 온도와 에어컨 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

량을 수시로 확인하였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연결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

는지 알기 어려워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적극적으로 연결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은 이유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작동이 끝난 후에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과 가동 시간을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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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점차 연결이 끊긴 상태

에 적응하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조정하거나 최적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을 때만큼 전기에너지 소비 

조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거의 맨날 온도를 알아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스

마트폰에서 어느 순간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플이 에어컨

을 인식을 못해서 집에 있는 기기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니까 10

번쯤 켰다 꺼보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중략) 에어컨은 어플이 고장나도 

직접 켜면 되니까. 근데 조명은 어플로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는게 나한테 

더 영향을 미치니까 고장이 났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쳐보려고 했을 

것 같긴 해요.”(사례대상자 A)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례대상자 A는 불필요한 기능이 과도하게 추가되

거나 이를 위하여 잦은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것에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원하는 바만 잘 집어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술이 과한 것 같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빠른 시기로 이루어져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게 끊기

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탈하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대상자 A)

“내가 에어컨 틀어줘 온도를 높여줘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거라서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스마트워치가 너 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었어 움

직여 이런 거는 짜증이 나요. 내가 얼마나 걸었나 내가 궁금할 때 켜보는

건 좋은데 먼저 조금 걸었다고 알려주는 게..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

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긴장도를 올리는 일이라서...”(사례대상자 A)

사례대상자 B는 스마트홈 월패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주택 밖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추가

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홈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의 사용은 중단하

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작동을 위한 단계가 더 복잡하고, 어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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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기능이 월패드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글씨 크

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기보다 실제로 눈앞에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아파트너 어플을 많이 쓰던데 저는 월패드로 거의 봐

요. 노안이 와서 어플 글자가 작기도 하고, 월패드는 버튼이 나와 있고 

차량도착정보라던지 외부인확인이라던지 또 환기시스템을 작동시킨다던

지 더 많은 기능이 되고 또 바로바로 직접 확인하고 되니까.. 특히 다른 

분들이 어플을 쓰는 이유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눌러도 직접 작동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제 나이 되면 기술을 

약간 못 믿는게 있어요.”(사례대상자 B)

사례대상자 C는 지속가능소비의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주거 영역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 이유로 전기 절약을 위해 콘센트를 뽑거나 조명을 끄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할 필요를 느

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분리수거와 같이 직접 하는 것보

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 면에서 더 복잡하고, 기술을 적용하

기 어려운 실천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코드를 뽑고 다니거나, 충전이 다 되면 바로바로 뽑으려고 하고, 물도 낭

비하지 않으려고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일종의 습관으로 장착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잘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같은 거는 기술로 하려면 엄청 

복잡할 거 같고 이런 거는 아날로그한 방법이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주는

거 같은게 기존 방식이 다른 절차나 그 과정에서 부가적인 자원사용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사례대상자 C)

이상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중단에 기술적 문제

의 발생, 실행단계의 복잡성, 정보의 제공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다가 연결

이 끊기는 것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경험하면 소비자는 기술적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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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결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였다.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초연결기술을 실행하는 단계가 복잡하다면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이 제

공되기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

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초연결 기기에서 보여

지는 글자의 크기와 같이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실천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2) 전환된 소비자

사례대상자 D(1차 면접조사 4번 응답자)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전 영

역에서 실천수준이 높은 편이었지만 개인의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많은 점이 특징적인 소비자이다. 또한 재화의 사

용주기에 관심이 많아 소유한 재화를 잘 관리하고 수리하여 오래 사용하

고자 하였으며, 불필요한 물건은 무료 나눔을 하거나 중고로 처분하여 다

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

내기도 하였다. 1차 면접조사 당시 사례대상자 D는 스마트홈 환경이 조성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 주거 영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확

인하는 초연결기술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교통과 일상적 소

비생활 영역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도 어플, 공

유자전거 등을 연동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자책과 유기농 식품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 후 사례대상자 D는 지속가능소비 실천

의 맥락에서 사용하던 초연결기술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

였다. 

사례대상자 E(1차 면접조사 16번 응답자)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

이 많은 30대 중반 여성 소비자로, 인공지능스피커, 스마트 CCTV, 스마

트 가전, 스마트 트래커 등 다양한 초연결 기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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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기기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전기의 사용을 동반하고, 이 

때 전기의 생산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속가능소

비 실천에 있어서는 초연결 기기를 활용하기보다 기존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초연결 기기가 아닌 초연결기술 기반 서비스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사례대상자 E가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한 초

연결기술로는 전자책, 중고거래플랫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있었다. 

“대부분 스마트제품들에 전기가 쓰이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전기를 

써서 하는 게 지속가능한건가? 화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친환경인

가?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사례대상자 E)

(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시작

평소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있던 사례대상자 D와 E가 초연결기

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게 된 계기는 지속가능소비를 실천

하면서 느낀 한계점들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었다. 평소 책을 즐겨 읽던 사례대상자 D는 책을 읽고 보관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읽은 후에 중고로 처분하여 책의 사

용주기를 늘리려 하였지만, 이보다 전자책을 읽는 것이 책을 생산하는 자

원과 종이의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자책 리더기를 구입

하였다고 하였다. 사례대상자 E 또한 평소 종이의 절약을 위해 인쇄를 할 

때마다 이면지를 사용했었는데 컴퓨터 파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으로써 종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책을 요즘에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책을 읽고 중고로 처분하는 것보

다) 이북리더기를 사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줄어들고 종이도 아끼고 좋

은 점이 많더라고요.”(사례대상자 D)

그 밖에도 사례대상자 D는 자가용을 비롯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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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려다가 비용과 자원의 측면에서 효율

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던 차에 공유자전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이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식품을 먹

고 싶지만 접근성이 낮아 고민하던 부분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식품 구매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

였다. 사례대상자 E는 평소에도 불필요한 물건들을 지인에게 나눠주는 편

이었는데 중고거래플랫폼을 활용하여 더 자주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급적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전거를 또 사면 그걸 

만드는데 자원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지속가능한 게 맞나.. 

따릉이(공유자전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여러 사람이 하나로 같이 쓰는

거니까..”(사례대상자 D)

한편, 사례대상자 E는 1차 면접 조사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

여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를 다시 이용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근처 마트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것보

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친환경식품이나 공정무역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온라인 식품 배송의 과도한 폐기물이 문제화되면서 이

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집 앞에 마트는 작아서 안 파는게 많고 제한적인데 더 멀리가기는 그래

서.. 그나마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안하고 쓱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종이

로 포장하고 최소포장해서 오는게 신경 써서 되어있는게 좋아요. 보냉백

을 아예 집에 줘서 그거를 입구에 내놓으면은 거기에 다가 담아주고 가

서 그러면은 스티로폼을 안 써도 되니까.”(사례대상자 E)

이상의 사례대상자 D, E의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기존 방식의 실천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후, 초연결기술을 활용하

는 방식이 더욱 지속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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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

면 다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지속

사례대상자 D와 E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맥락에서 사용하던 초연결기

술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대상자 D가 유일하게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뿐이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동물복지나 

건강하게 생산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오프라인으로는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인증된 업체만큼 신뢰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식품 구매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도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쳤

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구마, 닭가슴살, 현미밥만 먹었어야 됐는데 요새는 빵 

먹고싶으면 키토빵, 비건빵도 있어가지고 맛도 진짜 맛있어요. (중략) 그

리고 요새는 워낙 도살이나, 가공과정에서 위생이나 뉴스에 그런 얘기들

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돈을 더 주고 

전면에 광고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후기를 남기는건 믿을 수 

있으니까..”(사례대상자 D)

한편, 사례대상자 E는 소셜네트워크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미치는 영

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자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게시

물을 자주 검색하다보니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

공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실천 행동을 인증하는 

운동에 동참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인스타그램에 (지속가능소비 관련 정보가) 많이 떠요. 내가 그런걸 좋아

요 눌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두유 빨대 모아서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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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모아서 한 번 보내볼까, 나만 관심있는게 아니구나 그

런 생각을 했어요.”(사례대상자 E)

이상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지속되

는데 접근성과 맞춤정보제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

인구매를 통해 지속가능소비에 부합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

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는 점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중단

사례대상자 D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한 내

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비용과 종이의 사용은   

절약하게 되었지만 전자책으로 글을 읽는 것이 자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다고 생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에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공자전거의 경우에는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여 자주 이

용했었지만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과정, 어플에 나온 정보와 실

제 이용 가능한 기기의 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공유하는 자전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중단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

유하는 재화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안전모 착용, 자전거 관

련 도로법규를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증가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유자전거는 진짜 1년권을 끊고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불편해져서 내 

자전거를 사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차로는 너무 가깝고 대중교통은 너무 번거로워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그거를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있는데 까지 찾으러 가야되고, (주변에) 

자전거가 없으면 좀 더 멀리 픽업존으로 가야되는데.. 그럴거면 그냥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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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게 낫지.. 그런 의사결정의 단계가 더 늘어나잖아요. 특히 따릉이가 

자전거가 관리가 잘 안돼서 뽑기 운이.. (자전거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은 

고장난 자전거가 그냥 꽂혀있고..”(사례대상자 D)

“원래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도로교통도 아는데 한강만 

가도 병렬주행하면 안되고 헬멧 써야 되고 추월차로 있으니까 오른쪽에 

붙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걸 모르는상태에서 일단 따릉이를 빌

려서 타니까.. 더 위험하죠. 씽씽이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면허증

을 인증해야 되는데 무슨 비둘기 사진을 찍어도 인증이 되고..”(사례대상

자 D)

또한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늘어나서 좋은 만큼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는 점을 언급하였다. 

“지도를 켜서 대중교통과 자동차와 자전거를 다 비교해서 제일 빠른걸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대안이 늘어나긴 했죠.. 그런데 그래서 머리가 아파

요.. 이제는 경우의 수를 막 따져야 되니깐 그냥 옛날처럼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사례대상자D)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례대상자 D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초연

결기술을 활용한 방식보다 기존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사례대상자 E는 전자책, 중고거래플랫폼 등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고 하였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종이로 된 자료보다 드라이브에 파일을 보

관하면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데이터 파일을 보관하기 위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만두

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주 어플에 

접속하게 되어 시간이 낭비되었으며, 중고 거래 방법이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어플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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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같은걸 뽑는 것보다 (PDF) 파일로 보면 종이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티비에서 드라이브 메일이나 이런거 웹상에서의 

저장공간을 많이 차지하는게 환경오염에 안좋다는게 나와가지고 얼마전

에 다 지웠어요. 최근에 중단한거는 그거. 눈에 안보이니까 방치하고.. 파

일도 엄청 많고..”(사례대상자 E)

사례대상자 D, E의 경험에서 드러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

비 실천의 중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개인적 비용의 지각, 대안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공유하는 재화의 관리가 발견되었다. 소비자는 초연결기술

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결과가 더 나아졌더라도 개인적 측면

에서 불편함이 발견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초연결기술

의 활용을 중단하였다. 또한 소비자에 따라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

비 실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증가한 점이 의사결정의 단계가 

늘어나고 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공공재화를 

공유하는 형태의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은 공유재화의 접근성, 관리 상

태, 재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부정확성 등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중단

에 영향을 미쳤다. 

3) 촉진된 소비자

사례대상자 F(1차 면접조사 2번 응답자)는 스마트홈에 거주하고 있으

며, 전기자동차, 다수의 스마트가전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 소비

자이다. 사례대상자 F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없었으나 초연결기

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대상자 F가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로

는 주거영역에서 스마트홈 월패드와 연동되는 어플,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

는 어플, 교통영역에서는 자동차와 연동되는 어플,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어플, 공유이동수단 관련 어플 등 초연결 기기와 연동되는 다양한 스마트

폰 어플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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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상자 G(1차 면접조사 18번 응답자)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니고 있었지만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해 실천하지 못하

다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된 

20대 후반 여성 소비자이다. 사례대상자 G가 지속가능소비 실천 맥락에서 

활용하는 초연결기술로는 스마트홈 월패드, 지도 어플, 모바일 팩스, 도서

관 어플, 중고거래플랫폼, 온라인 식품 구매 등이 있다.

(1)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시작

사례대상자 F, G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게 

된 변화의 시작은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사례대상자 F는 새로운 초

연결기술을 활용해보고 싶은 욕구로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구매

하게 되었는데, 사용 과정에서 전기 사용 단위에 대한 감각이 생겼으며 전

기 사용량 절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비 운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전기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

였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도 공유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대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기로 운용되는 공유전동차를 이용하였으며, 주거 

영역에서도 각 방마다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가전 어플의 전기사용량 수치를 확인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등 전기 절약

과 관련하여 특화된 관심을 나타내었다.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써보고 싶어서 어플로 차 문도 열어보고 호출도 해보고 온

도도 조절해보고.. 전에 차에서 안 되던 게 되니까 신기해서 하다가.. 이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생겼어요. 더 관심이 가

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

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하게 됐어요. 집에 방마다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게 있긴 했는데 그 수치를 봐도 와 닿지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죠.”(사례대상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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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대상자 G는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광

고나 지인의 추천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해 스마트홈 인프라를 통해 냉

난방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접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마트홈 인프라가 조성된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사례대상자 

F)

“이사를 오니까 입주 가이드에 스마트홈 월패드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사용을 해보니 무척 편리하더라구요.  

(중략) 티비에 가끔 나오니까 저런 것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구나 생

각만 했지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지 몰랐고 내가 쓰게 될 줄도 몰랐

고.. 막상 쓰니까 편하긴 편해요.”(사례대상자 G)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 친환경 식품 온라인 배

달 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접하게 되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지도 어플, 도서관 어플, 모바일 팩스, 중고거래플랫폼의 경우에도 능동적

으로 정보를 탐색하기 보다는 먼저 경험해본 가족이나 지인이 추천을 통

해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튜브에서 당근마켓에 대해서 들어만 보고 본적은 없었는데 언니가 자

꾸 당근마켓으로 뭘 하길래 어플을 깔고 들어가봤더니 은근히 쓸만한 물

건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책같은걸 많이 샀는데 정말 좋은 것 같

아요. 책을 읽고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은 당근마켓에 처분을 하고 이제 

책을 싸게 사서 새로운 사람이 읽고 또 판매가 가능하고. 파티용품 같은 

것도 한 번 입고 말건데 그런 걸 당근마켓으로 싸게 잘 사서 썼어요.”(사

례대상자 G)

사례대상자 F, G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지속가능

소비 실천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소

비 실천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라도 초연결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실천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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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광고나 지인의 추천을 통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소비자

의 초연결기술 수용과 이를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지속

1년 후 이루어진 2차 면접조사에서 사례대상자 F는 대부분의 어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스마트 가전 어플을 추가 구입

하여 하나의 어플로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확장이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격 제어 외에도 

실시간 공기의 질이나 세탁기 작동의 종료를 비롯한 자신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지연 없이 바로 

작동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처음에는 건조기를 샀는데 어플로 켜고 끌 수도 있고, 상태도 알 수 있

고, 끝나면 핸드폰으로 끝났다고 알림도 돼서 너무 신기했고.. (이후로 같

은 브랜드 가전제품을 추가 구입하면서) 이제 하나로 다 되니까 더 많이 

써요.”(사례대상자 F)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어플을 통해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배분하

여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유이동수단에 대해서도 개인이 소

유하지 않고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

게 되어 경제적인 동시에 환경적이며, 사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존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과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있었지만 초연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 주변 어디에서, 몇 개를 이용

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결제방식도 한 번 등록해

두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욱 이용하기 편리해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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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필요하다고 각자 한 개씩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항상 쓰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는데, 공유함으로써 

한 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자원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서 GPS라던지 이런게 발달이 돼서 위치 어디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고, 또 결제라던지 이런 것도 너무나 간편하게 이

용할 수 있고..”(사례대상자 F)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기존의 정책보다 개인이 원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이동수단이 더욱 지속가능한 대

안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코로나도 있고 개개인이 더 각자 편하게 이동하는 걸 추구하

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이 아니라 개인용 이동수단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나 한꺼번에 많이 타라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돌려

서 사용하자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사례대상자 F)

사례대상자 G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로는 지도 어플

과 중고거래플랫폼이 있었다. 지도 어플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경우에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도 어플을 켜고 운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약국에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과 

남은 수량을 확인하여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던 경험이 인상적이

어서 교통을 비롯한 공공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데 해당 어플이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결과값의 정확성이 높아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도 어플은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켜요. 차에 있는 네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지금 막히는지 아닌지 실시간 정보도 알려주고 업데이트도 바

로바로 돼서. 마스트 대란 때도 지도 어플이 아주 유용했어요 약국에 마

스크가 언제 들어오고 지금 몇 개 정도 남았다고 나오면 사람들이 서로

서로 효율적으로 다니면서 분배될 수 있고“(사례대상자 G)

중고거래플랫폼의 경우에는 익명이지만 근거리 내 이웃끼리 거래가 이

루어지고 신뢰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 이전의 중고거래에서의 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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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신뢰에 관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느껴져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까지 이웃 사람들과 소통을 한 경험이 제한적이었

는데 거래를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거래를 위해 지역 내의 

다양한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 점에 만족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건을 받으러) 다른 집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다른 아파트에 가면서 

동네에 이곳 저곳을 가보게 되고, 여기에 뭐가 가깝구나 그런걸 알게 되

고.. 동네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이 없는데 거래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참 

매너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기 같은게 없으니

까 안그래도 코로나일 때 서로 배려하면서 문고리거래하고 깎아달라고 

안했는데 깎아주기도 하고 세상이 좀 그래도 따뜻하구나”(사례대상자 G)

사례대상자 F, G의 경험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지속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연결의 확장성, 정보의 정확성, 개인화 욕구의 충

족, 소속감, 공공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이 발견되었다. 스마트 가전 어플

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지속

가능소비를 위해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기도 하며, 더 많은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실천이 지속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정확하다

고 판단되어 신뢰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초연결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유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위치와 요구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대여한 순간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개인화 욕구의 충족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지각하게 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활용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커뮤

니티 내의 소통과 거래가 활발해지고, 참여를 통해 소속감이 증가되는 것

도 지속적인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도로, 도서관, 약국 등에 사람들이 붐

비지 않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는데 초연결기술이 기여하는 것을 인식한 경

우에도 소비자는 이를 지속가능한 기술로 여겨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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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중단

사례대상자 F는 다양한 스마트 가전 어플을 추가하여 확장하여 지속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어플의 사

용은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스마트홈 어플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원격 제어 기능밖에 제공되지 않아 크게 유용

하다고 인식되지 않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스마트홈 어플은 거기서 별로 되는 것(기능)도 없고, 켰다 껐다만 되는건 

크게 불편을 줄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나중에 그걸로 더 

많은 게 된다고 하면 쓸 텐데 아직 좀 어플이 메뉴만 있고 안 되는 내용

도 많고 뭘 하나 누르면 오래 걸리고 개발이 되다 만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가서 버튼을 누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잘 안써요“(사례대상자 F)

사례대상자 G는 스마트홈 월패드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식품 

구매와 도서관 어플의 이용은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스마트홈 월패드의 경

우 처음에는 일괄 제어 기능이 신기해서 자주 이용했지만, 냉난방과 전기 

에너지 절약이 습관이 되면서 각 방마다 필요한 상황에서만 가동하고 있

기 때문에 스마트 월패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식품 구매를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겠다는 인

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필요한 수량 이상을 묶어서 팔

거나,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게 되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직접 슈퍼에 가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박스고 뭐고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금액 채우려고 필요 없

는 것도 사고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거는 그 때 그때 주로 직접 가서 한 

두 개씩 사죠.”(사례대상자 G)

도서관 어플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입장이 제한되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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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어플을 통해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았지만 제목이나 저자를 아는 책만 예약할 수 있어 책 선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여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둘러보고 고르던 방식

으로 전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에 직접 갔을 때는 비치된 책이 많으니까 선택이 자유로워서 고

를 수 있는 분야랑 종류도 많아서 천천히 보고 고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약제로 바뀌면서 단점은 책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알아야 책을 찾을 

수 있어서 내가 미리 모르는 책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사례대상자 G)

이들의 경험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어플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거

나 작동이 지연될 경우,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방식의 단점이 장

점보다 부각된 경우에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은 중단되지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지속가능소비 실천 의식이 강화되어 실천 자체는 지

속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2. 사례간 통합 분석 

사례간 분석에서는 소비자 유형별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통

합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아우르는 6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

천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주제는 ‘신기한 초연결기

술’, ‘혼자 있고 싶지만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초연결기술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화 및 사회적 욕구

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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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주제는 

‘기술적 한계의 경험’,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이면’으로 주로 기술

적 한계나 제약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소가능소비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

하고, 중단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제는 ‘나에게 지속가능한 것’,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

자의 주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변화 과

정을 관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기한 초연결기술

사례대상자 C, F, G는 초연결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초연결기술을 사

용하기 시작했다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여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호기심과 사용해보고 싶다는 감정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이유로는 광고나 지인의 추천을 통해 초연

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초연결기술이나 기술의 발전 자체에 부

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초연결기술을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과정에서도 초연결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에 신기함이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사례대상자 F는 하나의 어플로 

여러 개의 기기를 연동할 수 있어 신기함을 느꼈으며, 사례대상자 G는 초

연결기술을 통해 제공된 실시간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놀라웠고, 이후에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 다른 계기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

게 된 사례에서도 기존에 불가능했던 비교 정보의 제공, 자율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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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초연결기술을 통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이를 지속적으

로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는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정도가 이를 활용한 실천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낮은 

경우에 초연결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기술에 

지속가능소비를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

더라도 경험이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는 점이다. 

2) 혼자 있고 싶지만 연결되고 싶은 마음

사례대상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늘어난 여러 실천 대안 가운데 개

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

타냈다. 특히 사례 대상자 F는 다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유 

이동수단을 대여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소비자

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초연

결기술을 통해 가능해진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개인화는 소비자의 지속적

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사례대상자들은 독립된 개인적인 시공간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다

른 사람들을 궁금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했는데, 이 때 초

연결기술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이를 활용한 실

천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지역주민의 

평균 걸음수를 알려주는 어플을 활용하여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느낀 사례

대상자 B의 경험,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소통을 하고 대면하면서 따뜻한 감정을 느낀 사례대상자 G의 경험 등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대상자들은 소셜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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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초연결 기기와 서비스의 소비자 후기란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때 초연결 기기나 서비스가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소비자의 정보는 이를 활용한 실천을 시

작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실천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실천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사례대상자들

은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소비

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초연결기술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여러 순기능을 수반하였다. 소비자의 개인화 욕구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모두 충족해줄 수 있었으며, 소비자들끼리 자유롭게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참여, 소속감,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등이 증대되어 사회

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였다. 

3) 기술적 한계의 경험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직면한 경우에 

사례대상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결과 관련된 경험으로 사례대상자 A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초연

결 기기와 연동된 어플의 연결이 끊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대처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플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게 되었

다고 하였으며, 사례대상자 F는 어플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통해 수집되고 분석되어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경험들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실천에 도움이 되는 않은 

경우,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정보가 제공되는 글

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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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는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지속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활한 연결,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과 같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4)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이면

사례대상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위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과정

에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이로 인해 초

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대상자 E는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초연결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

서 자원과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례대상자 D

는 초연결기술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난 만큼 선택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공유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아무나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무책임한 사용으로 인해 공유 재화의 소모가 

빨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례대상자 B는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수반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초연결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플에 접속하고 원하는 기능을 찾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복잡

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지만 같은 기능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부정적

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

한 실천을 중단한 이유로부터 어떠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

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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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에게 지속가능한 것   

사례대상자들은 각자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

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중단하는 변화의 

순간에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례대상자들은 지속가능소비 관련 기능이 있는 초연결기술을 무조건 수

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

을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례대상자 E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행

동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지를, 사례대상자 A, B는 

자신이 실천하기 어려웠던 행동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개선될 수 있을

지 등을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따져보았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동안에도 사례대상자

들은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초연결기술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하였으

며,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지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대상자들은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

는 기준들이 조금씩 상이하였는데, 그 예로 사례대상자 A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이 무엇인지, 사례대상자 C는 개

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감되는지, 사례대상자 D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효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인지, 사례대상

자 G는 공공 자원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는지 등을 생

각해보고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

천 방식이 환경이나 사회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

라도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않

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을 하기도 하였다. 

모든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소비 실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

렇지만 공통적으로 소비자 개인에게 자원의 효율, 노력 절감을 비롯한 효

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러한 효용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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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부합한 초연결기술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

사례대상자들은 기존 방식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방식으로 실천을 잘

하고 있던 경우라도 기존 방식보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하

는 것이 더욱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시작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실천 

방법과 실천의 결과를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지속하였다. 반면에 기존 방식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고 

기존 방식의 실천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사례대상자 E는 지속가능한 식품

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에는 선택의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으

로 구매하였다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단하였다가,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자 다시 사용하는 여러 차례의 전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기존의 실천 방식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비교하여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중단되면 실천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존 방식의 실천으로 전환하여 지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소비자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점을 무엇이며, 초연결기술

을 활용하면 어떠한 점에서 더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등 지속가능소비 실

천에 있어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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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새로운 현

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문헌고찰을 통해 초연결기술과 지속가능소비 실

천의 주요 구성요소를 연결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의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두 시점에서의 정성조사를 통해 실제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실천의 

변화는 어떠하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시작되고 지속되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결과의 요약

문헌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과 ‘초연결기술’의 주요 구성 요소

들을 도출하고, 두 개념을 연결 짓는 것을 통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

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리하였다.  

소비자학에서의 소비의 개념에 지속가능성의 경제, 사회, 환경을 확장하면  

지속가능소비란 소비자가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자원, 천

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과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을 충족하는 것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범

위를 축소시키며,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어려운 엄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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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에 경제, 사회, 환경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

우이면 광의의 지속가능소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지속가능소비’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지속가능소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것을 지속가

능소비의 기본 전제로 한 이유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자신의 

돈, 시간, 노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자원의 효율이 필수적이며, 소

비자 개인중심적인 동기와 이타적인 동기가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충족될 

수 있어야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처럼 경제를 포함하여 두 가지 차원 이상을 충족한 것을 지속가능소비로 

간주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소비를 어렵지 않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실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생활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의 일상생

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의 개념을 자신의 일

상적인 소비생활과 연관 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거, 교통,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의 실천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 때 구매, 사용, 처분으로 구분되는 소비의 전 단계에서 실천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을 측정했

던 문항들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지속가능소비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개인 효용 

중심의 실천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며, 이 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자신이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식의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더라도 환경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동을 변화하는데 장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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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빠른 속도로 보

급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초연결

기술에 주목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소비자의 실천 동기

와 실천의 어려움 극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의 개념과 범위,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영

역, 실천의 동기와 어려움, 초연결기술의 특성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초

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1차 소비자 면접 조사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소

비 실천에 활용되는 초연결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초연결기술이 소

비자의 실천 동기 촉진과 어려움의 극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차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거 영역에서는 스마트홈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조명, 다양한 스마트 가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통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는 커넥티드 

카, 공유이동수단서비스, 네비게이션과 대중교통정보 어플이 주로 사용되

고 있었으며, 일상적 소비 영역에서는 중고거래플랫폼, 모바일 뱅킹, 모바

일 결제, 모바일 청구서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자원의 사용이 

필요했던 재화를 무형으로 대체한 모바일 팩스와 IPTV, 그리고 소셜네트

워크를 통한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 탐색 및 공유 등이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서 지속가능소비 실천의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연결기술이었다. 

둘째,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여 실천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천연 자원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용, 시간, 노력을 줄이고 싶어 했는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서 여러 자원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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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 소속감 등에 대한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하

였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자원의 범위와 욕구 충족의 대상이 증가된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동시에 

가능하게 도움으로써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소비량

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제품을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귀찮고 불편했던 

실천 방식이 간단하고 편리해졌으며,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공

되어 지속가능소비 실천 행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1차 소비자 면접 조사와 시간적 공백을 두고 이루어진 2차 소비자 면

접 조사의 내용을 사례별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

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통해 소비자가 경험한 실천의 

변화를 파악하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시작과 지속, 그리고 중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 

실천 수준이 낮았던 소비자들은 원격제어, 자율모드 등을 통해 실천의 불

편함이 크게 감소되었고 공유이동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대안이 증가하여 

실천하기 어렵던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평소 지속가능

소비 실천 수준이 높았던 소비자들도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

소비 실천에 대한 의식이 크게 강화되어 실천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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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참여로 확장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된 계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많았던 소비자들은 자신

이 원하는 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초연결기술을 발견하고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초연결기술을 지속가능소비 실

천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관심이 없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초연결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가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어 이후에는 지속가

능소비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게 된 소비자들도 있었

다. 

셋째, 초연결기술의 특성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원활한 연결, 조작 편리성과 용이성, 기기의 확장성 등은 초연결기술을 활

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게 하였다. 반면에 원활하지 않은 접속, 

업데이트로 인한 변화와 같은 기술적 한계를 경험하거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상대적 이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인터페이스가 친숙하지 않아 오

히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에는 초연결기술의 활용

이 중단되고, 이를 활용한 실천의 중단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넷째,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의 시작과 지속, 중단의  

전 과정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주관

적,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초

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비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으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효용이 제공될 수 있는지, 공공 자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는지,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감되는지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

은 기존 방식으로의 실천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의 실천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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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비교하여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방식보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이 더욱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선택하였으

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고 기존 방식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였다. 기존의 방식보다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이 더

욱 지속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선택

하였으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더욱 지속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을 중단하고 기존 방식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였다. 

2. 연구의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소비자의 실천 동기를 

촉진하고,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

다. 

소비자 면접조사를 통해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

이나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

게 해주고, 귀찮고 불편했던 실천 방식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며 새로운 대

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을 극복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연결기술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 외에도 환경과 사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

황에 놓인 소비자에게 동시에 경제적 비용, 시간과 노력, 천연 자원, 다른 

사람의 노동력 등 여러 자원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삶의 

질 향상, 안전, 연결 되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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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소비자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를 살펴본 2차 면접조사에도 소비자들

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게 되면서 실천하기 어렵

던 행동의 실천 빈도가 높아졌으며, 실천 의식이 크게 강화되어 다른 영역

의 실천으로 확장되기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도록 장려

하는 것이 소비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줄이면서 실천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는 소비자 친화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차별화된 효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어플로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한꺼번에 실천할 수 

있거나 다른 소비자의 실천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연결기술을 활용

해야만 가능해지는 차별화된 효용이 있는 경우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

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속하였으며, 기존 방식과 차별점이 없다면 초연결기

술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소비를 실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더욱 지속가

능한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에

서의 지속가능소비에 도움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자책을 활용하는 것이 종이의 사용과 

책을 생산하는데 드는 자원을 줄일 수 있지만, 자신의 집중력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이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중단하였다. 반면에 스마트 조명의 경우에는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는 것이 

전기의 절약과 추가적인 재화의 구입을 줄일 수 있어 구매하였지만, 사용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생산성에도 큰 도움

이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초연결기술이 사용되어졌다. 선

행연구고찰과 소비자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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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시간 및 노력의 절약이나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과 같은 이기

적인 동기가 충족되기 때문에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

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소비자 개인적 측면에서도 분명한 효용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적으

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해져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

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실천의 불편을 감소시켜 주며, 새로운 대안이 확장되어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글씨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같이 기술의 발

전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여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소비

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증가되어 오히려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업데이트로 인한 연결의 끊김이나 조작의 복잡성과 

같이 오히려 실천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초연결 기기를 활용하는 실천 방식은 초연결 기기 생산에 드는 자원과 

구입 비용, 사용과정에서의 전기 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초연결기술을 활

용한 실천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소비자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초연결기술을 통해 공유자원의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

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공유자원의 관리상태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

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초연결기술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소비와 관련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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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다는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초연결기

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친 기술적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인 점은 초연결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된 문제를 업데

이트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넷째,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초연결기술의 활용은 개인화된 실천

과 사회적인 실천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마다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동기와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으며,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만

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공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초연결기술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실천 대안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비자 의

견이 있었다. 

반면에,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

지고, 지역 내 소비자간 거래와 이동이 활발해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

속가능소비 실천이 활발해지기도 하였다. 소비자들은 연결되고 싶고 소속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 실

천을 시작하고 지속하였다. 나아가 초연결기술을 통해 소비자들끼리 지속

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실천 운동을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개인적 참여가 사회적 참여로 확

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면 개인화된 실천

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초연결기술

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제한

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촉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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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과 기존 방식의 실천은 서로 보완적

으로 사용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 전반에 걸쳐 하나의 방

식을 선호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천 내용에 따라 자신에게 어느 

방식이 지속가능소비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센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 일괄 제어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초연결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실천 내용이 있는 

반면에, 분리수거와 같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실천 내

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

하기도 하였지만,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방식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전환하

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

서 이전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다른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

결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실천과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은 방식이 다

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위함이며, 실천 방식의 

변화에는 이전 방식으로의 실천으로 충족되지 못한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천 방식의 변

화과정과 변화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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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초연결기술은 소비자의 지속가

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여

러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소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대

안을 선택하였으며, 단순히 초연결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채택했더라도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이를 지

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소비자에게 채택된 초연결

기술에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도움이 된 기능은 인식 및 판단을 보조 

하는 기능, 행동의 불편을 줄여주는 기능, 새로운 실천 대안을 제공해주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식 및 판단에 도움이 된 기능으로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알려주는 기능, 다른 소비자의 평균 사용량과 같이 비교하여 판

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 초연결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

보를 알려주는 기능, 소비자들끼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

는 기능 등이 있었다. 행동의 불편을 줄여주는 기능으로는 물리적으로 떨

어져있어도 조절할 수 있는 원격제어 기능, 하나로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조절할 수 있는 일괄제어 기능, 에어컨의 자율 기능이나 자동차의 정속주

행 기능처럼 설정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기여하

는 것이 가능한 자율화 기능 등이 있었다. 새로운 실천 대안을 제공해주는 

기능으로는 초연결을 통해 모바일 팩스나 모바일 청구서와 같이 재화가 

필요하던 방식을 무형의 모바일로 가능하게 대체하는 기능, 전기자동차 충

전기기 어플이나 지도 어플과 같이 다른 소비자와 자원과 재화를 효율적

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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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의식이 고취된 현 시점에서 소비자

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추가하는 것이 소

비자의 요구에 부합한 기술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초연결기술 제품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제품의 강점

을 어필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

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초연결기술 인프라 조성에 대한 논의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도록 장려

하는 것이 소비자의 효용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소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실천이 가능했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주거 영역에서는 스마트홈 인프라가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거나 스마트 가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

천이 가능하였다. 또한 공유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접근성에 따라 지속적인 활용과 중

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초연결기

술에 대한 신기함으로 초연결기술을 사용하다가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

가능소비 실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연

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TV 광고나 제품 

설명, 다른 소비자의 후기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실제로 초

연결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해 논의에 

있어서 소비자를 둘러싼 초연결기술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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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와 소비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 경험을 시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셋째,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

준을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은 기존의 실천으

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나 어려웠던 점들이 개선될 수 있어야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천 내용에 따라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원격 제어와 정보 제공과 같은 최소한의 기술만을 필

요로 하는 등 실천 내용별로 초연결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양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파악하는

데 초연결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지속하고, 중단하는 변화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전의 실천 방식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

인지, 변화한 실천 방식은 어떠한 요구에 부합했는지 등 지속가능소비 실

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초연

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

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초연결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

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온라인 식품 구매로 인한 

폐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반영되고 개선되어 다시 사용하게 된 소비

자의 경험, 두유의 빨대를 모아 기업에게 보내는 소셜네트워크 운동에 동

참한 소비자의 경험, 자신이 남긴 후기로 제품이 개선되었음을 느낀 소비

자의 경험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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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는데 초연결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소비자의 요

구를 반영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의

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반영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초연결기술을 통해 지속가능소비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이 

발전된 만큼, 지속가능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알지 못했던 지속가능소비 실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천 대안을 제공하여 실천 행동을 증가

시키기도 했지만, 필요한 정보 외에 너무 많은 정보와 대안을 제공하여 오

히려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여 실천 행동을 중단하게 하는데 영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신

만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소비자

의 판단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

괄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에 맞춘 선별적인 정보 제공이 요

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공받을 정보의 범위, 정보 제공 방법, 정보 제

공 단위, 글씨의 크기 등을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

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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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증대되었

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연결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로 초연결기술이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정성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연결기술 활용 전후의 변

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어떻게 달라졌

는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실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이 소비자가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지속하거나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초연결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소비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제한적이어서 목적적 표본 표집으로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소비자 면접조사에서 초연결

기술이 고령인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고령인구

의 소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발견되었지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주로 20대에서 40대의 소비자여서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향

후 초연결기술과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이 확산된다면 다양한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상에 대해 더욱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소비 실천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연결기술 외에도 소비자

의 실천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 내적 요인뿐만 아니

라 소비자 외적 요인이 소비자의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 초연결기술에 주목해보았다.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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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비 실천의 확산을 위해서는 태도와 신념과 같은 소비자 내적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때 소비자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동

기를 제시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외적 요인이  

기여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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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 Hyper-connected Technology 

Facilitate Consumers' Sustainable 

Behavior? : A Qualit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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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all members of society to live healthy and safe in a clean 

environment. Consumers' awareness of sustainable consumption 

has been greatly amplified as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has 

increased and social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the 

treatment of delivery workers. If there is any positive impact 

from COVID-19, it is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sustainable 

consumption(Sustainable Consumption Institute, 2020).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must be done in everyday 

life and implies a long-term change in consumption habits.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is 

abstract, it is difficult to judge what actions consumer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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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in their daily consumption life. In addition, the fact that 

individuals must pay time and money for the sake of others and 

the environment poses a barrier to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and makes it difficult to continue practicing.

Previou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sustainable consumption 

can be easily practiced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consumers. Today's ICT is hyper-connected, and today's 

consumers are connected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hyper-connected technology to connect the 

consciousness of practice with the action of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specify the 

assumptions of the preceding research that hyper-connected 

technologie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o understand how 

hyper-connected technology contribute to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

This study derived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onnects the 

major components of hyper-connected technology and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is framework, this study conducted consumer interviews to 

see what role hyper-connected technology plays i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in real consumers' daily lives,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tinuation or cessa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hyper-connected technology is 

being used to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in the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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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umers. In the housing area, wall pads attached to smart 

homes, smart grids, smart lighting, and various smart home 

appliances were mainly used. In transportation, connected cars 

linked with smartphone applications, shared mobility services, 

naviga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applications 

were mainly used. In daily consumption, various mobile services 

including used trading platforms, mobile faxes, mobile banking, 

mobile payments, and mobile bills were used. In addition, 

information on sustainable consumption was shared among 

consumers through social network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hyper-connected technology is 

helpful in promoting consumers' motivation to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consumers can efficiently use personal and natur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satisfy their needs for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themselves and members of society, and possible to share goods 

and information by connecting more members of societ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hyper-connected technology is 

helpful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practicing sustainable 

consumption.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consumers 

have become aware of their energy consumption and have 

learned new action to take to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how to manage and use products for a long time. In 

addition, consumers said that the uncomfortable practice became 

simple and convenient, and that a new alternative to choose 

from was provided, which helped to put the practice into action.

Fourth, it was found that consumers' practices of sustainable 

consumption changed positively through the experience of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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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connected technology. Consumers who had a low level of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said that through remote 

control, autonomous mode, and shared services, the 

inconvenience of practice was greatly reduced and new 

alternatives increased, enabling them to practice difficult actions. 

Consumers with high levels of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are said to be able to expand their practice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while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and to 

continue to practice it because their awareness of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Fifth,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hyper-connected 

technolog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it can also be a factor that causes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to be stopped. Ease of operation, 

seamless connection, convenience of operation due to the 

application, and the expandability of the device made it possible 

to continue practicing sustainable consumption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when 

consumers experience technological limitations such as changes 

due to updates, poor access, or do not experience the relative 

advantages of using technology, it has become a factor that 

causes them to stop practicing sustainable consumption. 

Sixth, it was found that consumers made subjective and 

relative judgments about whether the use of hyper-connected 

technology is sustainable. Consumers have had their own 

standards that are important to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based on this, they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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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connected technology. As a criterion that is important to 

each consumer, what utility is personally gained, whether the 

same utility can be provided to others, public resources are 

efficiently distributed to all members of society, and whether the 

efforts of the whole society were reduc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sumers continued to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 by relatively comparing the practice of the existing 

method with the practice of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and switching to a method that is judged to be more sustainabl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hyper-connected technology can be a practical means of 

promoting consumers' motivation to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viding a way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practicing sustainable consumption. By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consumers experienced increased frequency of 

actions that were difficult to practice,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actions, or greatly reinforced their practice consciousness and 

expanded to practice in other areas. These results imply that 

encouraging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by utiliz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can be a consumer-friendly action 

plan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actice while 

reducing consumer difficulties and inconveniences.

Second, in order for hyper-connected technology to be 

continuously used i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it 

must be able to provide clearly differentiated utility to 

consumers. Consumers thought that there was no need to use 

hyper-connected technology if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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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method. In addition, consumers judged that it was not 

sustainable without personal benefits.

Third,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can be stopp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so it is required to actively grasp and improve it. If 

unwanted information is provided or if the demands of 

consumers are not adequately reflected, such as the size of the 

letters provided is small, it may cause displeasure of consumers 

and result in the suspens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s. There were also opinions from consumers that the 

practice of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sustainability in that it induces resources and purchase 

costs to produce super-connected devices, and electricity in the 

process of use. In order for hyper-connected technology to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in 

addition to providing functions related to sustainable 

consumption,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using 

technology is required.

Fourth, the use of hyper-connected technology i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enables both personalized and social 

practice. Consumers prefer to personally use shared means of 

transportation rather than using public transport for sustainable 

consumption. It means that there is a demand for consumer 

personalization in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hat the use of hyper-connected technology enables personalized 

practice. Furthermore, personal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was expanded to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sharing information o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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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through hyper-connected technology and participating 

in action campaigns through social networks. By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that connects people to people in 

this way, the practice of sustainable consumption in the social 

aspect, which has been limitedly dealt with in the discussion o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can be promoted and spread.

Fifth, the practice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and the 

practice of the existing method are used complementarily. 

Consumers have switched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to the 

method using hyper-connective technology but have also 

switched from the method using hyper-connective technology to 

the conventional method. The important point in the process of 

this transformation was what were the problems of the previous 

metho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whether these problems 

could be solved in other ways. This means that the change in 

the way of practice implies consumer demand for practice that 

has not been met by the previous way of practice.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grasp the consumer's demand for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by grasp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consumer's practice method and the reason for the change.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summarizes the 

contents of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s as concrete 

contents that consumers can practice in their daily lives and 

seeks practical solutions to the difficulties and solutions to 

sustainable consum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n 

addition, there i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contextual 

factors for continuing the practice of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were identified and the direction of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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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was suggested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d on exploring how consumers'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s have changed by capturing practices using 

hyper-connected technology, a new phenomenon. In subsequ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quantitative study to 

demonstrate. If various follow-up studies are conducted based on 

the variables explor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s on ways to enable consumers to practice sustainable 

consumption easily and conveniently will be more active.

Key words: Sustainable consumption,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 hyper-connected technology, motivation for sustainable 

consumption, difficulty in sustainabl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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