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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환경문제를 당면하고 있으므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지금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상황적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행동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을 통

해 환경행동의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여

러 환경행동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친환경소

비를 주제로 하되, 인간 생존 필수재인 물과 관련된 친환경제품을

소재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환경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 규범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향력에 비

하면 규범과 환경행동에 대한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규범과

환경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기존에 없지는 않지만, 규범을

세분화하여 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문 문항도 체계적으로 구성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 문제 1에서는 세부화된 규범

들에 대해 설문 문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규범들과 환경행동의

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국외에서 연구된 바 있지만, 서술

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에 국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연

구 문제 2에서는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활용하였을 때, 환경행동의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우선, 실험참여자들이 무라벨 생수에 대한 사전지식 여

부에 응답한 뒤, 무라벨 생수에 대한 설명문을 볼 수 있도록 하였



- ii -

다. 그리고 ‘무라벨 생수 구매 의도(사전)’,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

범/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에 대해 설문했다. 이후, 트렌디 규

범 메시지를 집단별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최근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4가지 종류로 제작했다(서술적 규범[통계

vs. 내러티브] × 명령적 규범[참여 vs. 소외]). 마지막으로, 무라벨

생수 구매 의도(사후) 및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설문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792명으로, 3개월 이

내에 종류와 무관하게 한 번이라도 생수를 구매한 적이 있는 만 19

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모집했다.

분석 방법으로 연구 문제 1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독

립변인으로, 개인적 규범은 매개변인으로, 환경행동의도를 종속변인

으로 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 문제 2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환경행동의

도에 영향을 준다는 추가적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독립변인으로,

무라벨 생수에 대한 사전지식을 조절변인으로, 메시지를 보기 전

사전환경행동의도를 공변인으로, 사후환경행동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규범(명령적 규범/서술적 규범)은 각

각 개인적 규범을 거쳐 환경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연구 문제 1의 결과를 통해 규범과 친환경소비(그린슈밍, Gre

en-suming)의 관계에 대해 규명할 수 있었다. 둘째, 트렌디 규범

메시지 중 일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특히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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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의 결과를 통해 친환경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 트

렌디 규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친환경적이도록 사로잡는(그

린슈밍, Green-suming) 교육적 방법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의 설문 문항 및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환경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더 엄밀하게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교육프

로그램 교육 및 모집 등에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무라벨 생수를 소재로 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채로운 소재를 가

지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친환경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

기를 바란다.

주요어 : 환경행동, 친환경소비, 그린슈밍, 사회적 규범,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트렌디 규범 메시지

학 번 : 2018-3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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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17개1)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

0년 12월 7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라는 3+1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전세계 및

우리나라의 정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

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국

민 개개인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정책이 제안될지라도 이에 동조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즉, 정책이 잘 실현되려면

친환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

1) 17개의 SDGs 중에서 7개의 목표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

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합리적 가격·신뢰성·지속가능성이 있는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

한 접근성 확보’, ‘목표 11: 포용성·안전성·회복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

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

하는 긴급 조치 시행’,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

능한 사용’,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 증진, 산림

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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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김진옥, 한승훈, 2019). 특히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소수의 사람

이 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많

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즉,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환경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필요

하다.

친환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서는 첫째, 사람들의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매커니즘

을 통해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 둘째, 환경행동에

영향이 있는 요인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었을 때, 사람들의

환경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환경행동 중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행동이 다른 행

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환경행동에 대해 알아보되, 이 중에서도 인간의 필수 소비재인

물과 관련된 친환경소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자발적으

로 의지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국내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국내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환경행동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환경행

동의도와 상황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상황적 요인(ex) 시간, 재화 등)

은 교육을 통해서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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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직·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

할 때, 규범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자는 국내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규범

들을 통해 환경행동의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환경행동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규범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많은 연구자는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

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고자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범’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규범을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다 보니, 규범이라는 큰 범주로 뭉뚱그려

연구하거나 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 개인적 규범 중 1가지만 선택하는

등 규범을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국내·외의 몇몇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규범을 큰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사회적 규범과 개인

적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은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각각은 환경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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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규범, 서술적 규범, 개인적 규범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환경행동

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규범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국외에서 시작되었는데, 연구자가

규범의 정의로 미루어 짐작해 임의로 선정한 설문 문항으로 조사한 사례

들이 많았다. 즉,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국외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규범들

과 환경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연구가 미비

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규범들(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과 환경행동의도 사이에 어떠한 영향력

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

범, 환경행동의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 개인적 규범 각각은 환경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사회적 규범에는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있다. 따라서,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도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

구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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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1-1) 서술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1-2) 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것은 환경문제

의 심각성에 비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

이 아직 문화로써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즉, 최근 필

환경2) 시대라는 말이 도래할 정도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환경행동

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것이 규범을

활용한 메시지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 2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 설득적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환경문제 해결에 아직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

2) 필환경은 '반드시 필(必)'과 ‘환경’의 합성어로, 필수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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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Trendy No

rmative message)란, 최근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로, 환경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

라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일종의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때와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성만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서술적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규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행동

변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트렌디 규범 메시지도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로 세분화하여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전에 지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메시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설 2는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2: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2-1)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2-2)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전지식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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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연구 가설 1-1), 1-2), 2-1), 2-2)를 설정하기까지 여러 이론적 배경

들이 있었다. 따라서, 2장의 1절은 환경행동과 관련된 연구, 2절은 규범

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3절에서는 그린슈밍이라는 주제로

1, 2절의 이론적 배경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연구 문제 2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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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환경행동

1. 환경행동과 환경행동의도

헝거포드와 보크(Hungerford & Volk, 1990)는 트빌리쉬(Tbilishi) 선

언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를 요약하면 ‘환

경과 인간 각각의 소중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 간에 상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와 환경적인 지식을 알고 관련 기능을 갖춰,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헝거포드와 보크는 환경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

나가 사람들이 환경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환경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환경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자가 정의하고자 했다(Hsu, 1

997; Hungerford & Peyton, 1976; Stern, 2000). 헝거포드와 피톤(Hunge

rford & Peyton, 1976)은 환경행동이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또는 공동체가 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슈(Hsu, 1997)는 환경의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생존과 웰빙을 위한 각종 행동이라고 하였

다. 스턴(Stern, 2000)은 환경행동이란 자연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

반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동들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의 연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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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본 연구자는 환경행동을 ‘환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을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이화진, 2021).

한편,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개인이 책임 있는 환경 행

동을 하고자 할 때, 상황적 요인이 개입이 된다(Hines et al., 1986/87).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지라도, 내가

자주 가는 마트에 친환경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내가 친환경제품을 사

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친환경제품을 사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환경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의 범위를 넘

어서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행동을 하고자 하

는 의도 내지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행동의도와 환경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금지헌(2011)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제대로 측정되었을 경우 개인의 행

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

행동의도와 환경행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환경행동을 측정

했을지라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실험임을 인지하게 되면, 측정된 환경행

동이 꼭 실제의 환경행동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연

구참여자가 실험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실험

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연

구에서는 환경행동을 측정하는 대신에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환경행동의도를 사용하였다.

환경행동에는 환경단체참여, 친환경물품 구매, 정치 참여, 재활용, 물

절약,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Cott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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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Dietz et al., 1998; Holbert et al., 2003; Scott & Willits, 1991). 헝

거포드와 피톤(Hungerford & Peyton, 1980)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행동

을 5개의 범주(설득, 소비주의, 정치적 행동, 법적 행동, 생태관리)로 범

주화하였다. 이후, 세바스코와 코스타(Smith-sebasto & D' Costa, 1995)

는 헝거포드와 피톤(Hungerford & Peyton, 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

경행동을 6가지 범주(시민적 행동, 학습적 행동, 경제적 행동, 법적 행동,

육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환경행동을 보다 체

<그림 2-1>� 하인즈의 책임있는 환경행동(REB)� 모형
[출처:� Hines� et� al.(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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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시켰다. 이를 번역 및 정리한 것은 <표 2-1>과 같다(이화진, 2017

재인용).

구성

요소
의미와 예시

시민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 대가나 설득 전략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동

예)� 투표,� 공청회 참석,� 탄원서 서명,� 시민 불복종,� 항의 등

학습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이슈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

한 목적으로 한 행동

예)� TV�프로그램 시청,�기사나 책 읽기,�학문적인 과정 이수 등

경제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거나 교환 보유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연 환경 보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행동

예)� 환경친화정도에 근거한 상품의 구매 또는 불매운동,�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기부,� 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환경 캠페인

에 대한 기부 등

법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바람

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된 어떤 환경 행동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 행동

예)� 소송,� 금지 명령 등

육체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인 교환 조건은 아니며 다소 운동적인 노

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 행동

예)� 휴지 줍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 지역사회 정화 프로젝

트 참여,� 가정 내에 자원 절약을 위한 기계 설치 등

설득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비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 집단,� 회사,� 공

장,� 정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

여할 목적으로 한 행동

예)� 편지쓰기,� 연설,� 비공식적인 담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활동 등

[출처:�이화진(2017).�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초등학생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p� 11-12.]

<표 2-1>� Smith-sebasto� &� D'� Costa(1995)가�제시한 환경행동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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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헌(2011)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는 환경행동 구성요소

를 스미스-세바스토와 디 코스타(Smith-sebasto & D' Costa)가 환경행

동을 범주화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때, 학자들마다 용어는 다를지

라도 유사하게 설명한 것들은 묶어서 분류하였다. 이화진(2017)은 금지헌

(2011)이 정리한 것에 금지헌(2011)의 연구를 추가하였고, 이는 <표 2-2>

와 같다.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행동의 구성요소를 어떤 것이

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연구자

구성요소

시민적

행동

학습적

행동

경제적

행동

법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

Hungerford� &� Peyton(1976) ○ ○ ○ ○ ○

Hungerford� &� Peyton(1980) ○ ○ ○ ○ ○

Champeau(1982) ○ ○ ○ ○ ○

Scott� &� Willits(1994) ○ ○

Smith-sebasto�&� �D'Costa(1995) ○ ○ ○ ○ ○ ○

김대성(1995) ○ ○ ○ ○

Hsu(1997) ○ ○ ○ ○ ○

오해섭(1998) ○ ○ ○ ○ ○

Stern� et� al.(1999) ○ ○

이재영,� 김인호(2002) ○ ○ ○ ○ ○ ○

임형백(2002) ○ ○ ○ ○ ○

진옥화,� 최돈형(2005) ○ ○ ○ ○ ○

김미진 외(2006) ○ ○ ○ ○ ○

정현희,� 서우석(2008) ○ ○ ○

금지헌(2011) ○ ○ ○ ○

[출처:�이화진(2017).�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초등학생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p� 12-13.]

<표 2-2>� 국내외 환경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한 환경행동 구성 요소



- 13 -

한편,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환경행동 구성 요소에 공통적으로 등장

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 행동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

들 중에서도 경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친환경소비

친환경소비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

러 연구자들이 제시하고자 시도해왔다(박운아, 1995; Dietz et al., 1998;

Scott & Willits, 1994; Van Liere & Dunlap, 1981). 반 리어와 던랩(Van

Liere & Dunlap, 1981)은 친환경소비의 예로 환경에 유해한 상품 사지

않기,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제시하였다. 스콧과 윌리츠(Scott & Wil

lits, 1994)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혹은 환경적으로 덜 유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친환경소비라고 하였다. 디츠 외의 연구자들(Dietz et al., 1

998)은 친환경소비가 재활용하기, 친환경적 물품 구매하기(유기농 과일,

채소 등)라고 보았다. 박운아(1997)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

내의 상황에 맞게 친환경소비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표 2

-3>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친환경소비란 ‘구매, 사용,

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의하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

한 환경행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친환경제품 구매

와 같은 환경행동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한

3)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의하면 장을 보러갈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는 것(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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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용 사례

구매

환경오염을

줄이는 상품

구매

-� 표백,� 염료,� 향료 등을 최소로 포함시킨 단순한 제품

선택

-�환경마크 제품의 구매 등

쓰레기를

줄이는 상품

구매

-�재활용 재질이나 리필제품의 구매

-�재이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의 구매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상품

구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구매

-�에너지 포장 수요가 큰 수입 식품의 구매 억제

사용

제품의 장기적

사용

-� 자동차,� 청소기,� 보일러 등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평소 관리

-�물건을 버리지 않고 수리,� 수선하여 사용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세탁물을 모아서 하거나 세탁기 사용시 헹구기 전 탈

수

-�냉난방 온도 적정하게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사용

-�합성세제는 표시된 적정량을 사용

-�카풀제도에 참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이용

타인을 고려한

사용

-�소음있는 사용은 새벽,� 심야를 피함

-�공공장소에서 호출기나 휴대폰 사용 자제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장바구니를 사용하여 비닐 사용을 줄임

-�폐기물은 부피를 적게하여 배출 등

처분
폐기물의

분리배출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운 후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

-�캔을 알루미늄과 철제로 구분하여 배출

[출처:�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31.]

<표 2-3>�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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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친환경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과 관련된 친

환경제품을 소재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소비재 중에서도 ‘물’

과 관련된 친환경제품을 소재로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여성은 2.7L, 남성은 3.7L의 물을 음식 또는 음료

를 통해 섭취한다고 한다. 인체의 60∼70%는 물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

체는 수분의 1∼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 즉, 물은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소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을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섭취한다. 환경부에서는 3년마

다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7년도에 수돗물 홍보협의회

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함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49.4%

는 수돗물을, 34.4%는 정수기 물을, 13.1%는 먹는 샘물을, 3.2%는 지하

수 등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생수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생수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2010년 4000억원 규모였던

생수 시장은 2019년 10년 만에 8800억원으로 두 배 성장했다. 글로벌 시

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이 오염되고 코로나 19와

같은 각종 질병이 생김에 따라 생수 업계가 2023년에 2조원까지 급성장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생수병 중 약 47%만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년 6000억

개 가량의 페트병들이 배출되고 있다(Dutta et al., 2016). 즉, 생수를 판

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가 플라스틱(PET)이다보니, 생수로 인해 발생하

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최근

등은 사람들이 많이 실천하는 반면, 물건을 구매할 때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72.2%), 물건 구매시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 구입을 자제하

는 것(60.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윤제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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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벨 생수가 생산되고 있다. 무라벨 생수는 비닐인 라벨지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며, 라벨지가 없어 재활용이 용이하므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제품이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무라벨 생수가 사는 것(구매), 마시는 것(사용),

마시고 나서 버리는 것(처분)의 일련의 과정이 있으므로 친환경소비의

소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제 2 절 규범

1. 규범

한 개인이 특정한 환경행동을 하기까지 사실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작용한다. 다수의 연구자는 인간의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태도, 가치,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규범,

결과 지각, 책임 인식, 개인적 규범 등이 있다.

이화진(2021)이 행동이론(TPB, NAM, VBN)을 바탕으로 한 국내의

환경행동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문헌연구로 분석해본 결과, 영향력 있

는 환경행동 결정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가치, 책임 귀속, 도덕적 규범, 결과 지각, 신환경(생태)패러다임 순

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지만,

주관적 규범, 개인적 규범, 도덕적 규범은 모두 규범에 속하기 때문에 비

슷한 범주들을 묶어서 본다면 환경행동에 규범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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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 중에

서 본 연구는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규범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규범을 명확하

게 구분하지 않고 ‘규범’이란 큰 범주로 사용한 사례들도 있지만, 규범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연구들도 많다(Ajzen, 1991; Cialdini et al., 1990; He

chter & Opp, 2001; O'keefe, 2015; Schepers & Wetzels, 2007; Schwart

z, 1968; Schwartz, 1977; Zhang et al., 2018). 본 연구는 규범을 세분화

하여 보고자 하므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각각의 규범들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표 2-4>와 같다.

사회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규범으로 비슷한

용어 정의 참고문헌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지시,� 규제하는 일종의

명목적 또는 암시적인 규율

Cialdini(1990),�

Hechter� &� Opp(2001)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

� 특정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할

것인지/안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압력

Ajzen(1991),�

Schepers�&�Wetzels(2007)�

개인적 규범

(Personal�

norms)

�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내가 특정

행동을 하거나/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감정(생각)

De� groot� &� Steg(2009),

Schwartz(1977)

도덕적 규범

(Moral�

norms)

�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무감

O'keefe(2015),�

Schwartz(1968)�

<표 2-4>� 사회적 규범,� 주관적 규범,� 개인적 규범,� 도덕적 규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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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가진다. 개인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규범

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엄밀히 보자면 사회적 규범과 주관적 규범

은 호환될 수 있는 유사한 개념인 반면, 개인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4). 한편, 주

관적 규범은 아이젠(Ajzen) 등의 학자에 의하여 개발된 개념으로 특정

이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

대적으로 다수의 연구자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회적 규범을 사용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규범을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 사회적 규범

애쉬의 동조실험(Asch, 1955)에서 실험참가자들은 혼자서 참여할 때

는 <그림 2-2>와 같은 시력검사라고 안내된 문제(주어진 선분과 같은

길이인 선분을 고르기)의 정답을 99%의 확률로 2번으로 선택하였다. 그

러나 함께 실험에 참여하는 주변의 사람(실험협력자)들이 2번이 아닌 다

른 것(1번 또는 3번)이 정답이라고 하면 정답률이 60%대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동조현상은 실험협력자들의 수가 1∼2명일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3명이 되는 순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3명을 초과하면

서부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국내 한 방송사(EBS)에서는 2008년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을

제작하여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진행하였다. 5명에

게 방에 들어가 10분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나서, 1분 뒤 출입

문 틈새로 연기를 주입한다. 실험실에는 한 명의 실험대상자를 제외하고

4) 사회적 규범≒주관적 규범, 개인적 규범⊃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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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연기가 나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연기자들로 구성된다. 실험대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자리를 지키자 1명의 실험자 또한 눈치만

볼 뿐 10분간 자리를 지켰다.

버거 외의 연구자들(Burger et al., 2010)에 의하면 나보다 앞서 실

험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간식을 선택했는가가 다음 실험에 참여하는 사

람의 간식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쓰레기통의 껍데기를 통해, 앞사람이

고칼로리 바를 선택했다고 여겨지면 실험 참여자도 고칼로리 바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앞사람이 저칼로리 바를 선택했다고 여겨지면

실험 참여자도 저칼로리 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때, 다른 사

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

는 것을 사회적 규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사회적 규범이란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지시, 규제하는 일종의 명

목적 또는 암시적인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Cialdini et al., 1990; Hecht

er & Opp, 2001).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규범 초점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이 있다.

규범 초점 이론(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은 치알디

<그림 2-2>� 애쉬의 동조실험에 사용된 선분(정답은 2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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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치알디니 외 연구자들(Cial

dini et al., 1991)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여

러 연구를 바탕으로 규범과 관련된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2, 3은 서술

적 규범과 관련된 연구이고, 실험 4는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함

께 적용된 연구, 실험 5는 명령적 규범과 관련된 연구다. 연구 결과 개인

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초점 이론은 후속 연구에서 이론으로써 활용되기보다는 규범의 하

위개념인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주로 언급

되었다.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다른 이론에는 통합된 행동 모형(IBM; Integr

ated Behavior Model)5)이 있다. 통합된 행동 모형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

는 데에는 태도(Attitude),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s), 개인적 주체

성(Personal Agency)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는 치알디니(Cialdini)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규범의 하위 요소로 서술

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사용하였지만,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포함하는 상위 규범을 사회적 규범이 아닌 지각된 규범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각된 규범(Perceived Norms)은 피시바인과 아이젠(Fishbein & Aj

5)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내지

는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ETPB;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사용되었

다. 하지만,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 계획된 행동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 통합된 행동 모형(IBM; Integrated Behavior

Model) 순으로 이론이 발전해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이론인 통합된 행동 모형

(IBM)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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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이 선행적으로 연구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관적 규범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주관적 규범(SN; Subjective Norms)이란 ‘특정 행동에 대

해서 그 행동을 할 것인지/안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에게 인지

된 사회적 압력’이다(Ajzen, 1991; Schepers & Wetzels, 2007). 즉, 주관

적 규범은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엄밀히 보자면 주관적 규범에는 사

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의 성질이 모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

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 규범이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형

<그림 2-3>� 통합된 행동 모형(Integrated� Behavior� Model,� IBM)
[출처:� Montaño� &� Kasprzyk(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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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개인의 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6).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상위개념을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는 ‘지각된 규범’으로, 규범 초점

이론에서는 ‘사회적 규범’으로 명칭은 다소 다르게 사용하였지만, 그 속

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위규범인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

서술적 규범(DN; Descriptive Norms)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하는(is)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Ajze

n, 2002; Burger et al., 2010; Cialdini et al., 1990; Fishbein & Ajzen, 20

11; O'keefe, 2015)(<표 2-5>). 즉, ‘많은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제시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그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혹은 적절하

지 않은 것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즉,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Ajzen, 2002; Fishbein & Ajzen, 2011).

서술적 규범이 환경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

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디 그룻 외 연구자들(De Groot et al., 2013)은

영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쇼핑백 재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다수

의 사람이 쇼핑백을 재사용하고 있다.’를 보았을 때 쇼핑백을 재사용할

6) 일부 연구자들은 주관적 규범을 개인적 규범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주관적 규범의 사회적 압력이라는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하였

다. 즉, 지각된 규범이라는 것이 개인이 인지하는 규범이긴 하지만, 사회적 현상 내지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지각된 규범의 하위 요소인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사회적 규범에서 사용되는 것과 의미상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규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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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서술적 규범을 메시지 형태로 제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환경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개인

은 영향을 받는다.

명령적 규범(IN; Injunctive Norms)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내게 해야(ought/should)된다고 혹은 하면 안된

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Ajzen, 2002; Cialdini et al., 1990; Fishbein &

Ajzen, 2011; O'keefe, 2015)(<표 2-5>). 개인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사

회적으로 보상 혹은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 사이에서 그

행동이 승인된 것인지 혹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알게 된다. 이러한 다

수의 사람에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7)(Ajzen, 2002; Fishbein & Ajzen, 2011).

7)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답습하지

는 않는다. 즉, 다수의 사람 중 내가 인지하는 사람은 일부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렇

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Most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The people

in my life whose opinions I value, Many people like me”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용어 정의 출처

서술적 규범

(Descriptive�

norms)

�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하는/하지 않는)� 행동

� Ajzen(2002),�

Burger� et� al.(2010),�

Cialdini� et� al.(1990),

Fishbein� &� Ajzen(2011),� �

O'keefe(2015)�

명령적 규범

(Injunctive�

norms)

�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내가

(해야/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동

Ajzen(2002),�

Cialdini� et� al.(1990),�

Fishbein� &� Ajzen(2011),�

O'keefe(2015)

<표 2-5>�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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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즈니(Krasny, 2020)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는 2014년 지역 내

각종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적 규범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문화가 바뀌어 사람들은 텀블러를 어느 곳에서나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자 점차 적응하게 되었다.

한편,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앞서 언급하

였듯이 적절히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

화되어 있지 않은 규범을 언급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아직 대다수의 사람이 특정 환경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므로 나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환경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 한 명

이 한다고 바뀌겠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나 하나 쯤이야’와 같

은 생각을 갖기 쉽다8). 또한, 이미 잘 실천하던 사람들도 굳이 환경행동

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치알디니 외 연구자들(Cial

dini et al., 2006)은 서술적 규범의 이러한 현상을 부메랑 효과(Boomera

ng effect)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은 환

경행동을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

기 위해 최근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트렌디 규범’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차례대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다.
8) 본 연구자는 평소 환경행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대화해보았을 때, ‘어차피 중국, 미
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데, 이 조그만 땅에서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재활용 해
봤자 의미없으니 그냥 버리자’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 다수의 사람이 환경행동
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으로 환경에 변화가 있을 리 없다고 자신의 행동
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Sparkman & Walton(2017)의 연구에 의하면, 메시지별
효과를 보았을 때, ‘최근, 몇 년간 몇몇 사람들이 고기를 덜 섭취하기 시작했다 > 대
조군(아무것도 하지 않음) > 몇몇 사람들이 고기를 덜 섭취하고 있다’ 순으로 메시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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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트렌디 규범(Trending/Trendy Norms)에 대해 정의를 하기 위해서

는 트렌드의 뜻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트렌드(Trend)의 사전적 의미는 ‘동향, 추세’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트렌드의 시작은 통계학과 경제학으로, 곡선 움직임의 미묘한 변화에 따

라 곡선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후 트렌드는 패션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단어의 기원처럼 트렌

드는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수반하는 사회 문화

적인 과정을 알도록 한다(헨릭 베일가드, 2008). 한편, 이 기간이 얼마인

가에 따라 붙여지는 명칭이 달라진다(<그림 2-4>).

마이크로 트렌드(Micro-Trend)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

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패드(Fad)란 지속기간이 6개월∼

1년 정도로 짧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이끈 다음 급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그림 2-4>� 트렌드의 종류에 따른 지속시기와 동조범위 도식화
[출처:� 김난도 외(2018).�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 창.�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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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트렌드(Trend)란 1∼5년까지 지속되는 움직임이다. 메가 트렌드

(Mega Trend)는 트렌드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 분야에서 거대한 흐

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Culture)는 세대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이뤄지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김난도 외, 2018).

트렌드의 의미로 미루어볼 때, 트렌디 규범은 아직 우리 사회의 모

든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많은 사람 사이에서 대

중화된 행동이 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트렌디 규범은 변화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트렌디 규범에 대해서 청(Chung, 2020)은 증가

추세인 행동이라고 하였다.9)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트렌디 규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트렌디 규범이란,�

점차 증가하고 있어 1~5년 내에 사회적 추세가 될 수 있는 특정 행동이다.”

트렌디 규범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 몰텐슨 외 연구자들(Mortense

n et al., 2019)에 의하면, ‘본교(00대학교)의 48%의 학생들이 물 절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만 제시하는 것보다 ‘이는 (2년) 전에 비하면

37% 증가된 수치입니다’라는 트렌디 규범 문장을 추가했을 때, 물 사용

9)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역동적 규범(Dynamic Norms)이라고 하기도 한다(Sparkman &
Walton, 2017). 역동적 규범이라고 보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트렌디 규범이라고 보는 것은 유행이라는 것에 좀 더 초
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트렌디 규범이 역동적 규범보다는 포괄적
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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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규범만을 활용한 연구들은 이해관계가 확실한 경우는

설명력이 강하지만, 이해관계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도덕성,

신념 등이 작용하는 경우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Thøger

sen, 1996). 즉, 사회적 규범만을 사용하면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이

성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 비이성적인 요소(예:도덕성, 감정, 습

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들에서는

도덕적 규범 내지는 개인적 규범을 추가로 연구에 사용하게 되었다.

3. 개인적 규범

개인적 규범(PN; Personal Norms)은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내가

특정 행동을 하거나/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감정(생각)10)’이다(De gr

oot & Steg, 2009; Schwartz, 1977). 개인적 규범은 여러 이유로 환경행

동의도, 사회적 규범, 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개인적 규범은 환경

행동의도가 형성되기 전에 활성화된 개인적 의무감으로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Schwartz, 1977). 둘째, 기대, 규제, 의무감 및 감

정에 대한 기준이 개인적 규범은 나 자신(내부)에서 비롯되지만, 사회적

규범은 사회 집단(외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은 차별성을 갖는다(Schwartz, 1977; Schwartz & Howard, 1984).

끝으로, 태도가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 등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

라면, 개인적 규범은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도덕적 가

10) 도덕적 규범의 정의에 대해 국외 논문에서는 주로 feelings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감정으로만 해석한다면 emotion과 비슷하게만 해석될 수 있어, feeling의 또 다른 뜻인

생각이라는 단어를 괄호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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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가를 재단하였다는 점에서 태도와도 차별성을 갖는다(Schwart

z & Howard, 1984).

개인적 규범의 정의에 도덕성이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인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11)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적 규범은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무감’이다(O'keef

e, 2015; Schwartz, 1968). 한 개인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했

을 때는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그렇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동했을 때 자부심(pride)을, 행동하지 않았을 때 죄책

감(guilty)을 느끼는 도덕적 요소가 있으므로 특정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 규범으로 인간의 환

경행동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해왔고, 대표적으로 규범 활성화 모델, 가

치-신념-규범 이론 등이 있다.

규범 활성화 모형(NAM; Norm Activation Model)은 사람들의 친사

회적 또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Schwartz, 197

7). 이 모형은 특정 행동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자부심 또는 죄책감의

여부가 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헤벌레인(Heber

lein, 1972)은 슈바르츠(Schwartz)의 규범 활성화 모형이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적합하므로 재활용이나 에너지 보전과 같은 환경행동을

하는 초석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규범 활성화 모형은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3가지 요소

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3가지 요소는 개인적 규범, 결과 지각12), 책임 귀

11) 개인적 규범은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결과 지각(Awareness of Consequences, AC)이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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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13)이다(Schwartz, 1977).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결과 지각, 책임 귀

속은 조절변수로써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Schultz & Zelezny, 1998; V

ining & Ebreo, 1992)(<그림 2-5>). 두 번째는 결과 지각과 책임 귀속은

함께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규범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Zhang et al., 2018)(<그림 2-6>). 세 번째는 결과 지각이

책임 귀속에 영향을 주고, 책임 귀속은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 개인

적 규범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선형적 모델이다(Black et al., 19

85; Diamond & Kashyap, 1997)(<그림 2-7>).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조절모형(Moderator Model)으로 보는 것이

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개모형(Mediator Model)으로 보는 것이다.

디 그룻과 스테그(De Groot & Steg, 2009)는 다섯 종류의 연구(가

정에서 이산화탄소양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수용 여부/차 사용

줄이기/분진을 줄이기 위한 유통 물류센터 설치 행동 요청 촉구/집 주변

않았을 때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다(Schwartz, 1968).
13) 책임 귀속(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이란 ‘특정 행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다(Schwartz, 1977).

<그림 2-5>� 규범 활성화 모형 1� (조절모형)�
[출처:� De� Groot� &� Ste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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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약 진통제 생산점 설치 여부/혈액 기부 여부)를 통해 조절모형과

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규범 활성화 이론으로 적합한 것인지 알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NAM은 매개모형(Mediator model([그림 2-

7]))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 이론에는 가치-신념-규범 이

론이 있다. 가치-신념-규범 이론(VBN, Value-Belief-Norm Theory)은

스턴(Stern, 2000)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가치(Value), 신념(Belief), 규

범(Norms)의 세 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환경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슈바르츠(Schwartz, 1977)의 규범활성화 모형(NAM)이 결과

지각,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을 통해 개인의 환경행동을 설명한다면 VB

<그림 2-6>� 규범 활성화 모형 2� (매개모형)�
[출처:� Steg� &� De� Groot(2010)]

<그림 2-7>� 규범 활성화 모형 3� (매개모형)

� [출처:� De� Groot� &� Steg(2009),� Steg� &� De� Groo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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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론에서는 가치14)(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신념15)

(대표적으로 신환경패러다임)이 이들에 선행하여 작용함으로써 환경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VBN은 규범 활성화 모형에서 설명한

개인적 규범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

켰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가

치 → 신환경(생태)패러다임 → 결과 지각 → 책임 귀속 → 개인적 규범

→ 환경 행동’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그림 2-8>).

고은희(2019)에 의하면 호텔 방문시 친환경행동의도, 친환경호텔방문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결과 지각, 책임 귀속, 개인적 규범, 습관을 변인

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 지각과 책임 귀속이 개인적 규범

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결과 지각이 책임

귀속보다 개인적 규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개인적 규범은

친환경행동의도, 친환경호텔방문의도에 모두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강춘

홍 외(2019)는 미세먼지 인식이 친환경 관광행동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가치(이기적 가치, 이타적 가치,

14) Kluckhohn & Strodtbeck(1961)은 가치란 행동양식, 행동수단, 행동목표의 범주와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치에는 이타적 가치, 생태적
가치, 이기적 가치가 있다.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란 개인보다도 타인을 위하는
친사회적인 가치관이다(Schwartz, 1992; Stern & Dietz, 1994). 이기적 가치(Egoistic
Value)란 타인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다(Dunlap et
al., 2000). 생태적 가치(Biospheric Value)란 생태계 있는 모든 존재(생물, 무생물 모
두를 포함)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Schultz et al., 2005).

15)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은 인간중심적으로 자연을 바
라보는 DSP(Dominant Social Paradig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에 대해 갖고 있
는 친환경적인 태도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다(Dunlap et al., 2000).
Dunlap & Van Liere(1978)는 생태학적 세계관념에서 바라볼 때 대중적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
고 이를 NEP(New Envrionmental Paradigm)이라고 하였다. 이후 Dunlap et al.(2000)
은 기존에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5개의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는 15개의 문항을 개발
하였는데, 이를 NEP(New Ecological Paradigm)이라고 하였다. NEP Scale은 문항이
간단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의해 다양한 지역, 문화적 환경에서 연구되어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Hunter ＆ Rinn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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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가치) → 신환경패러다임 → 환경행동 결과의 중요성 → 책임귀

인 → 친환경 개인적규범 → 친환경행동의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규범 활성화 모델, 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 볼 때, 인간의 환경행

동에 가장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규범이며, 개인적 규

범이 만들어지기까지 책임 인식, 결과 지각, 가치, 신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환경행동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 개인적 규범이라고 보아 책임 인식, 결과 지각, 가치, 신념 등의 세

부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적 규범만 사용하였다.

제 3 절 그린슈밍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

<그림 2-8>� 가치-신념-규범(VBN,� Value-Belief-Norm)� 이론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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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규범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설문 문항으로 조사 하

여 환경행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구조방

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

규범적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때 환경행동에 변화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ANOVA, ANCOVA 등으로 알아보는 형태의 연구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주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환경행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규

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자 한 것이다.

1. 그린슈밍 1 (규범과 환경행동의도)

TRA, TPB, IBM 등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 범주에 해당

하는 명령적 규범, 서술적 규범 등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

들(태도, 자기 인식 등)과 함께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뤄져 왔다(Han et al., 2017; Montano & Kasprzyk, 2015). NAM,

VBN 등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개인적 규범이 결과 지각, 책임 귀속, 가

치(이타적 가치, 이기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신환경(생태)패러다임 등과

함께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져 왔다(양재장

외, 2013; Onwezen et al., 2013).

한편, 슈바르츠(Schwartz, 1968)는 이타적 행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9>). 그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규범은 결과 지각과 책임 인식의 조절 효과를 받으면서 환경행동

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Hopper & Nielsen, 1991). 이는 TRA, TPB, I

BM 등에서 사용한 명령적 규범, 서술적 규범을 포함하는 사회적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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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VBN 등에서 사용한 개인적 규범을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슈바르츠(Schwartz)의 이타적 행동 모형 이후로 사회적 규범이 개

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

다(Kim & Seock, 2019; Klöckner, 2013; Lauper et al., 2016; Nayum &

Klöckner, 2014). Nayum & Klöckner(2014)는 연료효율성이 좋은 차 구

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을 함께 다루면서 국내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회

적 규범을 명령적 규범과 서술적 규범으로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사회적 규범으로 본 것들이 많았다(김종흠, 최승희, 2020; 안정민 외, 201

0; 홍나리, 김인신, 2017).

안정민 외(2010)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거쳐 환경친화적

제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

구 결과 사회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으로 세

<그림 2-9>� 슈바르츠(Schwartz)의 이타적 행동 모형
[출처:� Hooper� &� Neilse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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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 타

당성이 있는 문항을 토대로 추출하였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각각 어

떠한 문헌에서 참고하였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홍나리, 김인신(201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공정무역커피 구매의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규범을

명령적 규범, 서술적 규범으로 나눠서 물어보았지만, 분석과정에서 이들

을 사회적 규범으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김종흠, 최승희(2020)의 연구에

서는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범, 통제 소재 등이 친환경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규범이 아닌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으며, 사회적 규범을 서술적 규범, 명령

적 규범으로 세분화하여 문항을 구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내에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을 함께 다룬 연구가 없지

는 않지만,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 있게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회적 규범을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으로 세분

화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만 다루었다. 따라서, 국

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규범을 명령적 규범과 서술적 규범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적 규범과 함께 환경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다.

2. 그린슈밍 2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환경행동의도)

규범과 환경행동과 관련된 연구 중 두 번째 종류는 설득적 규범 메

시지를 제시하였을 때, 환경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t-test, ANOVA, A

NCOVA 등으로 알아보는 형태의 연구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개인적

규범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많이 이뤄져 왔다(Goldstein et al.,

2008; Krasny, 2020; Loschelder et al., 2019; Mortensen et al., 2019;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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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man & Walton, 2017).

골드스테인 외 연구자들(Goldstein et al., 2008)은 호텔 방의 문고리

마다 수건 재사용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걸어두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1

에서 집단 1은 ‘환경을 구하기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주세요’라고 하는 메

시지와 함께 지구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함을, 집단 2는 ‘이 방에 머

무른 사람들처럼 수건을 재사용해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 방

에 머무른 사람들 중 75%가 재사용을 실천했다는 것을 보았다. 연구 결

과 집단 2의 수건 재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직 많은 사람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행동의 경우, 트렌디 규범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Sparkman & Walton, 2017). 그러나 현재까지의 트렌디 규범 메시지

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술적 규범에 한정된 연구들이었다.

즉,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동시에 사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

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하여 제시했을 때, 환경행동의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종합해볼 때, 본 연구자는 이 두가지 종류의 연구가 모두 그린슈밍

(Green-suming)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린슈머(Greensumer)는 ‘환경보호

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소비자’로 최근 친환경소비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그린슈밍은 ‘친환경소비를 하

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비하다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진 consu

me의 또다른 뜻은 ‘(강렬한 감정이) 사로잡다[휩싸다]’이다. 따라서, 그린

슈밍은 ‘친환경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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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 문제 1에서는 그린슈밍 1로 규범들과 친환경소비와의

관계에 대한 규명을, 연구 문제 2에서는 그린슈밍 2로 친환경소비를 촉

진하기 위한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처럼, 본 연구자는 그린슈밍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연구 문제 1)를 알고,

어떠한 그린슈밍 메시지가 그린슈밍에 가장 효과적인지(연구 문제 2)를

알기 위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 38 -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졌다.

첫째, 환경행동, 규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들

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생각

하였다.

둘째,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셋째, 실험 전, 실험에 필요한 설문 문항, 실험 자극물을 구상하는

등 연구 가설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해외

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종합하여 델파이 기법으로 구성하였고, 실험

자극물은 선행연구와 국내 자료들을 바탕으로 4종류의 트렌디 규범 메시

지들(2×2)을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넷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환경행동의도(사전), 규범들을 물어

봄으로써 연구 가설 1이 성립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이후, 실험자극물인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집단별(4개의 집단)로 보고 나서 환경행동의도(사

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가설 2가 성립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다섯째,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기존에 조사한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풍

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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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린 뒤, 향후 이 연구가 환경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적 의미와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제 2 절 실험 설계

<그림 3-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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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서술적 규범: 통계 vs. 내러티브) × 2(명령적 규범: 참여 vs.

소외)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요인설계(factorial design) 실험을 실

시했다. 아래에서 상술할 실험 설계, 절차, 그리고 설문 문항은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8/003-005).

1. 실험 참가자 및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전국 단위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리서치 업체(마크로밀엠

브레인)를 통해 2021년 8월 23일∼8월 27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성별(남성 vs. 여성) 및

연령대별(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이상)로 할당표집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한 적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는 사람들로 연구참여자를 국한했다.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

가 무라벨 생수 구매 의도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평소 생수를 구매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상에서 연구 목적, 연구 참여 예상 인원, 연구 참여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다 자세한 설명문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사

전 설문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전 조사에서는 먼저 무라벨 생수에 대한

사전 지식(<연구 문제 2>의 조절변수)을 측정했다. 그런 다음, <표 3-1>

과 같은 무라벨 생수에 대한 설명글을 제시했다. 이는 무라벨 생수가 무

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후 제시되는 설문 문항에 무작위로 응답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규범과 환경행동의도의 관계를 탐구

하는 연구 문제 1 관련 변수들(환경행동의도,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에 대해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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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연구참여자들은 실험자극물인 트렌디

규범 메시지에 노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네 개의 피험자간 집단(통계+참

여 vs. 통계+소외 vs. 내러티브+참여 vs. 내러티브+소외) 중 하나에 무선

적으로 배치되었으며, 각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읽었다. 실험자

극물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응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극물 노

출 후 10초 이내에 ‘다음’ 버튼을 누르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세히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했다. 실험자극물을 읽은 후 참여

자들은 자극물 메시지 중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자료 등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그런 다음, 사전 조사와 같은 문항을 이용해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에 대해 설문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총 934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이 중 불성실 응

답자 142명을 제외한 792명(남성 49.6%, 여성 50.4%; 평균 연령 40.00세

[표준편차 = 12.00])의 응답 데이터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 불성실

응답자 규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원우 외(2020)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을 택했다. 먼저, 드시모네와 함스(DeSimone &

Harms, 2018)의 연구와 코스타와 맥크레이(Costa & McCrae, 2008)의

연구의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했다. 연속적으로 동일한 번호(longstring)

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개, 대체로 동의하

� � 무(無)라벨 생수란,� 왼쪽 사진과 같이 ‘라벨이 없는 생수’로 친환경

제품입니다.� 무라벨 생수는 일반 생수에서 브랜드,� 수원지,� 미네랄 함

유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라벨지(비닐)를 제거한 것입니

다.� 또한,� 물을 마시고 나서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페트병만 분리 배출

하면 되므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 3-1>� 실험 참여자가 설문 문항 응답 전 읽는 무라벨 생수에 대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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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9개, 보통이다: 10개, 대체로 동의한다: 14개, 매우 동의한다:

9개"를 초과하는 응답을 한 참여자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마할

라노비스의 거리를 이용하였다. 마할라노비스 거리에 따른 이상치

(outlier) 기준은 드시모네와 함스(DeSimone & Harms, 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제곱값이 카이 제곱 분포의 상위 5% 이

내일 경우 불성실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

종 실험 참여자 79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는 <표 3-2>와 같다.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393 49.6

여자 399 50.4

연령 구간

만 19-29세 185 23.4

만 30-39세 204 25.8

만 40-49세 203 25.6

만 50세 이상 200 25.3

학력

초등학교 졸업 0 0.0

중학교 졸업 4 0.5

고등학교 졸업 99 12.5

대학교 재학 69 8.7

대학교 졸업 541 68.3

대학원 졸업 79 10.0

월 수입

월 100만원 미만 117 14.8

월 100-200만원 미만 78 9.8

월 200-400만원 미만 334 42.2

월 400-700만원 미만 188 23.7

월 700-1000만원 미만 52 6.6

월 1000만원 이상 23 2.9

<표 3-2>�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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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자극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시되어 아직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을

수 있는 친환경제품(무라벨 생수)을 소재로 하여 실험자극물을 구성하였

다. 한편, 서은정 외(2012)에 의하면 말 한마디와 같은 교수자의 메시지

가 학습자들의 태도에 큰 차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교

육을 할 때 교수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더 추가하고 빼는가에 따라 교육

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많은 사람이 환경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할 때 효과적인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인 메시지로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적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효과에 관하여 국외에 연구된 사례가 있긴 하

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로만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앞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

회적 규범에는 서술적 규범 외에 명령적 규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서술적 트렌디 규범과 명령적 트렌디 규범으

로 구성하여 그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했는지는 <표 3-3>와 같다.

한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여가 느껴지는 예시적 자료가 풍부한

메시지일수록 행동의도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따라서, ‘트렌디하다16)’는 내용을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

지와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로 제시할 때, 요즘 친환경제품을 구매

16) ‘트렌디하다’의 의미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유행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동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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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트렌드라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예시적 자료를 상세하게 넣어서 메

시지를 구성하였다.

1) 서술적 트렌디 규범(통계 vs. 내러티브)

크라스니(Krasny, 2020)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근 10명 중 3명이 고기를 덜 먹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집단이 10명 중 3명이 고기를 덜 ‘먹는다’는 말을 들은 집단보

다 채식 식사를 주문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의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트렌디 규범 메시지라고 한다. 한

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하는 트렌디 규범 메시

지의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몰텐슨 외 연구자들(Mortensen et al., 2019)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

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생 협회(SEAA; The Student Earth Awareness

Assocation)는 자연환경을 보존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환경 보

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단체는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에 이어질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참여 소외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통계 (가):� 통계 +�참여 (나):� 통계 +�소외

내러티브 (다):� 내러티브 +�참여 (라):� 내러티브 +�소외

<표 3-3>� 연구자가 구상한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종류(2×2)



- 45 -

문장으로 “작년 7월, MTurk를 통해 참여한 설문 참여자 중 48%는 SEA

A에 기부하였습니다.”만 제시하는 것보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볼 때,

17% 증가한 수치입니다.”까지 제시했을 때,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더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통

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로셸더 외 연구자들(Loschelder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고객들

이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

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컵을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지켜주세요”라

는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 변화가 담겨 있는 규범 메시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카페에서 일회용컵과 머그컵이 함께 놓여져 있는 곳

옆쪽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러한 메시지를 부착했을 때, 일회용

컵의 사용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시하는 방법

은 ‘내러티브’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술적 규범의 근거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통계를 제

시하거나 이야기(내러티브17))로 제시할 수 있다. 굳(Good, 2010)은 통계

와 내러티브 중 어느 것이 더 설득 메시지의 증거로써 효과적인지를 알

고자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소재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가 각기 달라서 통계와 내러티브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와 내러티브 중 어떤 것이 근거로 더 효과적

인지 알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근거 자료로 ‘통계’는 실제 기사의 수치와 사진을 해당 기자의 동의

17) 내러티브는 ‘말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narrare에서 유래한 단어로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 외에 이야기를 조직하고 전

개하기 위해 이용되는 각종 전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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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고 적절히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내러티브’는 연구자가 구성하였는

데, 내러티브 방식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예시화18)를 적절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델파이 기법으로 구성한 설문 문

항의 서술적 규범 설문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화로써 문구를 제작하

였다.

애쉬(Asch, 1955)의 동조 실험에서 참여자 외의 사람이 3명 이상일

때 동조의 효과가 발생하며, 사람의 수가 그 이상 증가할 때는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자료 또는 문장을

넣어서 구성하였다. ‘통계’에서 1년, 3개월 같은 단어가 등장하였기 때문

에 ‘내러티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3개월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자

료의 종류 외 요인은 최대한 통제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종류 외의 요소

가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 ‘내러티브’ 모두 메시지 길

이, 문장 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을 최대한 일치시켰다.

한편,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때 글로써만 제시하는 방법 혹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부호화 이론에 의하면 어

떤 항목을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같이 연결하여 표상하면 기억 능력

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Clark & Paivio, 1991). 본 연구에서는 이중부호

화 이론에 기반하여 시각 정보인 ‘사진’과 언어 정보인 ‘문장’을 함께 제

시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대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는 개념으로써 제시하되 마지막 문장인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환경행동이 우리 사회에 유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 예시화는 메시지 내용 운반 수단(delivery vehicle)의 하나로, 예화(exemplar)를 이용

해 메시지의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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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메시지는 <표 3-4>와 같다.

2) 명령적 트렌디 규범(참여 vs. 소외)

치알디니 외 연구자들(Cialdini et al., 1991)은 명령적 규범이 사회적

으로 보상 혹은 처벌이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내가

해야 하거나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라 하였다. 이러한 보상 혹

통계 내러티브

�

�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률은 78.2%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

도 무라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

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

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

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위 사진에서 한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

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연

예인,� 정치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이 무

라벨 생수 구매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

니다.� 집,�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무라벨 생수 구매의 급격한

증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당

신과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무라벨 생수

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

람들 사이의 확산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 3-4>�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통계 vs.�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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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벌에는 물질적인 것 외에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즉, 명령적

규범이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정신적 보

상과 사회적 구성원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정신적 처벌이라는 두 가

지 심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Eisenberger et al., 2003). 그러므로 명

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라

는 의미로 사용하되, ‘참여’는 환경행동이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면 사회 흐름을 참여하는 사람이고, ‘소외’는 환경행동이 사회적

흐름인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회 흐름에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도록 표현하였다.

즉,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연구 대상자들의 환경행동의도

가 변한다면 이것이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것 때문인지, 사회에서 소외

되지 않고 싶기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장을 제시

하였다. 참여 문장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사회적 흐름에 함께 하

는 것입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소외 문장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흐름에 뒤처지는 것입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발 외 연구자들(Zaval et al., 2015)에 의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말이 추가된 메시지를 보았을 때,

친환경적인 응답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제품 구매하

는 것은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문장과 친환경제품을 구

매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문장을 질문하는

형태로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참여를 암시하는 문장으로는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를, 소외를 암시하는 문장

으로는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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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생수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

장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두 종류의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모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메시지 서두에 공통적으로 넣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참여 vs. 소외)는

<표 3-5>과 같다.

3) 서술적 트렌디 규범과 명령적 트렌디 규범의 조합

여러 연구에서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onan et al., 20

20; Cialdini, 2003; Cialdini et al., 2006; Goldstein et al., 2008; Schultz e

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여 환경행동의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

록 하였다. 구체적인 메시지 조합은 <표 3-6>, <표 3-7>과 같다.

참여 소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이 아닌 일반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표 3-5>�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참여 vs.�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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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 +�참여 (나):� 통계 +�소외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78.2%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도 무라

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

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니다.� 급속도

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78.2%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도 무라

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

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니다.� 급속도

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이 아닌 일반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표 3-6>� 트렌디 규범 메시지 (가):� 통계 +�참여,� 메시지 (나):� 통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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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러티브 +�참여 (라):� 내러티브 +�소외

� 위 사진에서 한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연예인,�

정치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이 무라벨 생

수 구매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오고 가면서 마주

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무

라벨 생수 구매의 급격한 증가에 동참하

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당신과 비슷한 일

반 사람들이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시

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의 확산

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

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

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위 사진에서 한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연예인,�

정치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이 무라벨 생

수 구매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오고 가면서 마주

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무

라벨 생수 구매의 급격한 증가에 동참하

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당신과 비슷한 일

반 사람들이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시

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의 확산

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

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

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이 아닌 일반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표 3-7>� 트렌디 규범 메시지 (다):� 내러티브 +�참여,� 메시지 (라):� 내러티브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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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자는 설문지 제작에 앞서, 환경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기 위해 행동이론을 활용한 국내 여러 선행연구를 알아보았다(이화진,

2021). 기존의 국내 연구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요인들을 측

정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대

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규범에 관해서만 진행된 연구라기보다는 환경행

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규범을 큰

범주로 뭉뚱그려 사용하거나 규범 중 일부(주관적 규범, 사회적 규범, 개

인적 규범 중 하나를 택하여)만 사용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즉, 규범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규범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적다 보니

이 문항들을 합쳐보면 비슷한 내용인 문항들이 많았다. 또한, 사회적 규

범과 개인적 규범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국내에도 일부 있긴 하였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명령적 규범과 서술적 규범으

로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본 경우가 많았다(김종흠, 최승희, 202

0; 안정민 외, 2010; 홍나리, 김인신, 2017).

반면, 규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국외에서 시작되었고(Ajzen, 200

2; Cialdini et al., 1991; Schwartz, 1977), 국외 논문 중에서는 규범을 보

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한 사례들이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의 여러 선

행연구에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번역해 사용했다. 설문 문항을 구성하면

서 참고한 문헌들은 <표 3-8>와 같다.

설문 문항들을 종합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어 규범에 대해 잘못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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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

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

종성, 2001). 즉, 전문가들의 의견을 유도하고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델파이 기법은 한 사람의 전

문가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으는 크라우드소싱(crowds

ourcing) 기법 중 하나로, 익명성(anonymity), 반복(iteration), 통제된 환

류(controlled feedback), 집단 반응의 종합(aggregation of group respon

se)의 특징을 갖는다(Murry & Hammons, 1995).

1차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된 응답양식으로 하였다. 교육학 박사 4

명에게 면담을 통해 각각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해당 설문 문

항에 대해 개방형으로 면담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문가들

이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된 응답양식과 비구조화된 응답양식 모두

를 사용했다. 델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대표성 및

측정 문항 출처

환경행동의도
Ajzen(2002),� Fishbein� &� Ajzen(2011),� Montano� &� Kasprzyk

(2015)

서술적 규범
Ajzen(2002),� Burger� et� al.� (2010),� Cialdini� et� al.(1990),� Fish

bein� &� Ajzen(2011),� O'keefe(2015)

명령적 규범
Ajzen(2002),� Cialdini� et� al.(1990),� Fishbein� &� Ajzen(2011),�

O'keefe(2015)

개인적 규범 De� Groot� &� Steg(2009),� Han� et� al.(2017),� Schwartz(1977)�

<표 3-8>� 설문에 사용한 측정 문항의 종류 및 출처



- 54 -

적절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본 연구

를 진행하기 전에 문헌 연구를 고찰하면서 작성한 논문 “환경행동이론

(TPB, NAM, VBN)에 기반한 환경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에서 분

석한 26개의 논문 저자들과 1차 델파이 기법에서 자문을 구한 연구자들

에게 메일로 질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요청 결과, 델파이 패널

로 수락한 교수 및 연구원 10명을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델파이 패널들과는 메일로 질문지에 대해 응답을 주고받았으나, 본 연구

자와 근거리에 있는 델파이 패널과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 직접 질문

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반응 척도는 델파이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델파이 패널이 10명일 경우 CVR이

0.62보다 넘는 문항만을 채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된 응답 양식으로 하였다. 델파이 2차 조

사에서 CVR이 0.62를 넘지 않는 문항들은 연구자가 수정하여 3차 델파

이 조사에 활용하였다. 즉, 리커트 척도 외에 전문가 10인이 추가로 서술

한 응답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한

뒤, 수정된 문항을 3차 델파이 조사에서 델파이 패널에게 다시 물어보고

CVR 기준에 적합한 문항만 본 설문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선정된 최종 설문 문항, 그리고 관련 기술통계치 및 척도의 신뢰도(C

ronbach’s α)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9>과 같다. 각 문항은 리커트 5

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이들 주요 변수의 신뢰도는 모두 0.824 이상으

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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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측정 문항 α

서술적

규범

(사전)

M� =� 3.20�
SD� =� 0.8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무라벨 생수

를 구매한다(M� =� 3.14,� SD� =� 0.92).

0.880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M� =�
3.12,� SD� =� 0.86).� �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M� =�
3.33,� SD� =� 0.91).�

명령적

규범

(사전)

M� =� 3.40�
SD� =� 0.86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M� =� 3.41,� SD� =�
0.93).�

0.912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M� =� 3.33,� SD� =� 0.95).�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M� =� 3.45,� SD� =� 0.93).�

개인적

규범

(사전)

M� =� 3.50�
SD� =� 0.75

나는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M� =�
4.07,� SD� =� 0.76).�

0.824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M� =�
3.66,� SD� =� 0.99).� �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자부심을 느낀다(M� =� 3.61,� SD�
=� 0.97).�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M� =� 2.66,� SD� =� 0.95).�

환경

행동

의도

(사전)

M� =� 4.13�
SD� =� 0.69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것이다(M� =� 4.16,� SD� =� 0.76).�

0.886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M� =� 4.36,� SD� =�
0.65).�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M� =�
3.86,� SD� =� 0.9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M� =� 4.13,� SD� =�
0.81).�

<표 3-9>� 주요 변수의 측정 문항 및 기술통계치 (N�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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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환경행동 관련 규범에 대한 인식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 문제 1>의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개

인적 규범을 통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의 95%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했다(Hayes, 2018).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사용했으며, 백분

위(percentile)를 바탕으로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얻었다.

서로 다른 유형(통계 vs. 내러티브; 참여 vs. 소외)의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 문제 2>의 검증

을 위해서는 공변량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를 실시했다.

한편, 제품에 대한 지식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Berger

et al., 1994; Bian & Moutinho, 2011)를 바탕으로, 무라벨 생수에 대한

사전지식 여부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했다. 또한 사전조사에서 측정한 환

경행동의도를 공변인으로 투입했다.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 모두 SPSS를 통해 분석하였다.

환경

행동

의도

(사후)

M� =� 4.15�
SD� =� 0.65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것이다(M� =� 4.15,� SD� =� 0.69).�

0.899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M� =� 4.33,� SD� =�
0.63).�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M� =�
3.96,� SD� =� 0.88).�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M� =� 4.16,� SD� =�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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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규범과 환경행동의도

1.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서술적 규범은 명령적 규범(r = 0.591, p < .001), 개인적 규범(r = 0.479,

p < .001), 환경행동의도(r = 0.524, p < .0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다. 명령적 규범 또한 개인적 규범(r = 0.626, p < .001) 및 환경행동의도

(r = 0.521,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개인적 규범과 환경행

동의도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이었다(r = 0.644, p < .001).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환경행동의도

서술적 규범 1

명령적 규범 0.591*** 1

개인적 규범 0.479*** 0.626*** 1

환경행동의도 0.524*** 0.521*** 0.644*** 1

***p� <� .001

<표 4-1>�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환경행동의도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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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거쳐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가) 개인적 규범을 종속변수로 하고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그리고 (나) 환경행동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해 다

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표 4-2>에 요약하였다.

서술적 규범(b = 0.155, 95% CI [0.094, 0.217]) 및 명령적 규범(b =

0.455, 95% CI [0.397, 0.512]) 모두 개인적 규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은 다시 환경행동의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b = 0.439,

95% CI [0.378, 0.499]). 한편, 개인적 규범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환

경행동의도에 대한 서술적 규범(b = 0.215, 95% CI [0.160, 0.269])과 명

령적 규범(b = 0.059, 95% CI [0.002, 0.115])의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

개인적 규범 환경행동의도

서술적 규범 0.155***� (0.031) 0.215***� (0.028)

명령적 규범 0.455***� (0.029) 0.059*� (0.029)

개인적 규범 -� 0.439***� (0.031)

R2 0.410*** 0.477***

주)�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괄호속)를 보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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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및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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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거쳐 환경행동의도 미

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해 간접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을 구했다(5,000 부트스트랩 표본 활용). 서술적 규

범의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3>에 요약하였다.

먼저, 서술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매개로 환경행동의도에 정적 간

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68).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서술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므로, 개인적 규범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술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이들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이었다(b = 0.283). 따라서 연구 가설

1-1)이 성립한다.

연구 가설 1-1) 서술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통해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매개변인

(개인적 규범)
효과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b)
95%�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서술적 규범

→

환경행동의도

간접효과 0.068 [0.038,� 0.102]

직접효과 0.215 [0.153,� 0.278]

총효과 0.283 [0.214,� 0.353]

<표 4-3>� 서술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통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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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규범의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4>에 요약하였다.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 또한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 = 0.200). 서술적 규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적 규범 역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개인적 규범은 명령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명령적 규범의 총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이었다(b = 0.258). 따라서 연구 가설 1-2)가 성

립한다.

연구 가설 1-2) 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 가설 1-1)과 연구

가설 1-2)가 성립하므로, 연구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연구 가설 1: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

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매개변인

(개인적 규범)
효과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b)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명령적 규범

→

환경행동의도

간접효과 0.200 [0.162,� 0.239]

직접효과 0.059 [－0.004,� 0.121]

총효과 0.258 [0.200,� 0.315]

<표 4-4>�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통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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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의

Bandura(1986)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규범

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환경행동의 경우

개인적 규범이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사회적 규범이 개

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

다. 또한, 사회적 규범은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세분화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환경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

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은 환경행동의도에 직

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 이는 규범이 환경행동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다(양재장 외, 2013; Asch, 1955;

Burger et al., 2010; Cialdini et al., 1990; Cialdini et al., 1991; Cialdini

et al., 2006; De Groot et al., 2013; Kim & Seock, 2019, Krasny, 2020;

Lauper et et al., 2016; Nayum & Klöckner, 2014;). 한편, 기존 연구들

중 대다수는 규범들 중에서 사회적 규범, 개인적 규범 중 한 가지만 환

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적 규

범을 명령적 규범과 서술적 규범으로 나누어서 개인적 규범과 함께 엄밀

하게 분석하였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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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범들 중 개인적 규범은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연구 결과, 환경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개인적 규

범,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순서로 나타났다. 효과의 정도는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을 합친 값보다도 개인적 규범이 높은 값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은 모두 개인적 규범에 유의미한 효

과를 보였다. 개인적 규범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제안한 슈바르츠(Sch

wartz)는 개인적 규범은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아 환경행동의도에 영

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한 바 있다(Schwartz, 1977).

본 연구 결과는 슈바르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김종흠, 최승희, 2020;

안정민 외, 2010; 홍나리, 김인신, 2017; Kim & Seock, 2019 ; Klöckner,

2013; Lauper et al., 2016). 또한, 이는 사회적 규범은 환경행동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지라도,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

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Hooper & Nielse

n, 1991; Wang et al., 2018).

한편, 큰 차이는 아니지만 총 효과의 경우 서술적 규범이 명령적 규

범보다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개인적 규범의 4번 문항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적 규범에 대해 묻는 문항들 중 ‘환경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환경행동을 했을 때,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환경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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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

이 환경행동을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강한 명령적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술적 규범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개인적 규범을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을 하거나/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감정(생각)을 ‘자신’에게만 국한

하여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생각)은 개인이 ‘타인’을 향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이 충분하지는 않기에 전체적인 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환경행동과 관련하여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추가

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적 타인 규범과 개인

적 규범의 1번 문항(나는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개인적 타인 규범 1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개인적 타인 규범 2

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개인적 타인 규범 3은 ‘나와 비슷한 부

류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적 규범 1은 개인적 타인 규범 1(r = 0.631,

p < .001), 개인적 타인 규범 2(r = 0.584, p < .001), 개인적 타인 규범 3

(r = 0.600, p < .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적 규범 1과 개인적

타인 규범 전체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정적으로 나타났다(r = 0.640, p

< .001). 즉, 개인적 타인 규범과 개인적 규범 1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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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타인 규범 1

개인적

타인 규범 2

개인적

타인 규범 3

개인적

타인 규범 전체

개인적

규범 1
0.631** 0.584** 0.600** 0.640**

***p� <� .001

� <표 4-5>� 개인적 규범과 개인적 타인 규범의 상관관계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우선, 본 연구에서 설문을 구성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점 중 하나

는 해외의 논문을 번역하였을 때, 연구참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이 구성되었는가였다. 예를 들어, 해외 논

문에서는 ‘The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 이라고 번역하

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 델파이 기법으로 문항을 구성할 때 전

문가들도 의견이 각기 달랐었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개인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 대해 이해할 때, 연구참여

자마다 사뭇 다르게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는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정보 생산

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박기범, 2009).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해서 온라

인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

람,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별도

의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한 뒤, 설문 문항에 이것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설문조사

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답을 ‘부모님’이라고 한 경우에는 연구참여자가 ‘나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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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형태로 연구참여자

마다 다르게 문항이 구성되도록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때

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설문을 구성한다면 연구참여자들이 문항

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서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모두 개인적 규범을 매개

하여 환경행동의도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무라벨 생수 구매는 여러 환

경행동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서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무라벨 생수

구매의도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규

범만 중점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규범은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규범에 대

한 설문 문항 외의 다른 요인들(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등)도 함께 추가

하여 설문한다면 인간의 환경행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제 2 절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환경행동의도

1. 연구 결과

1) ANCOV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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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을 4가지 종류의 메시지(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통계 v

s. 내러티브] ×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참여 vs. 소외]), 종속변인을

환경행동의도, 공변인을 사전환경행동의도, 조절변인을 무라벨 생수에 대

한 사전지식(있음 vs. 없음)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연구 결과,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종류(통계 vs. 내러티브)에

따른 효과는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종류(참여 vs. 소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5.789, p = .016*). 또한, 사전지식여부를 조

절변수로 하여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함께 제시하였을 때, 서술

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종류(통계 vs. 내러티브)에 따른 효과는 명령

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종류(참여 vs. 소외)에 따라 환경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 = 9.575, p = .002**), 이는 사전지식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을 때보다 두드러지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조합되었을 때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

서,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 Descriptive Trendy Normative

Message) 종류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 Injunctive Trendy

Normative Message) 종류의 이원상호작용,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DTNM) 종류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 종류 외에 사전지

식여부를 포함하여 삼원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메시지 조합은

(가): 참여+통계, (나): 참여+내러티브, (다): 소외+통계, (라): 소외+내러

티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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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

유

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206.837a 8 25.855 155.237 .000 0.613

절편 24.574 1 24.574 147.546 .000 0.159

사전

환경행동의도
194.200 1 194.200 1166.019 .000 0.598

사전지식

(있음 vs.� 없음)

(A)

0.019 1 0.019 0.112 .738 0.000

서술적 규범

(통계 vs.�내러티브)

(B)

0.452 1 0.452 2.714 .100 0.003

명령적 규범

(참여 vs.� 소외)

(C)

9.184E-7 1 9.184E-7 0.000 .998 0.000

A� ×� B 0.317 1 0.317 1.902 .168 0.002

A� ×� C 0.022 1 0.022 0.130 .718 0.000

B� ×� C 0.964 1 0.964 5.789 .016* 0.007

A� ×� B� ×� C 1.595 1 1.595 9.575 .002** 0.012

오차 130.408 783 0.167

전체 13979.125 792

수정된 합계 337.245 791

주)� R2� =� .613� (수정된 R2�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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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사전환경행동의도(공변인),� 사전지식 여부(조절변수)와 서술적/명령적 트렌
디 규범 메시지(독립변수)에 따른 환경행동의도(종속변수)� ANCOVA�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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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술적/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이원상호작용

우선,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

시지(ITNM)의 이원상호작용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표 4-7>와 같다.

(가): 참여+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201(25.38%), M = 4.14(95%

CI [4.07, 4.20]), SD = 0.03으로 나타났다. (나): 참여+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191(24.12%), M = 4.16(95% CI [4.09, 4.23]), SD = 0.04

로 나타났다. (다): 소외+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201(25.38%), M =

4.22(95% CI [4.15, 4.28]), SD = 0.03으로 나타났다. (라): 소외+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199(25.13%), M = 4.08(95% CI [4.01, 4.15]), SD

= 0.03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참여’일 때, 서술적 트렌디 규

명령 서술
N

(%)

평균

(M)

95%�신뢰구간

(CI)
표준

편차

(SD)

평균

차이

(Mdf)

F

유의

확률

(p)하한 상한

참여

통계
201

(25.38)
4.14 4.07 4.20

0.03 -0.03 0.285 .593� �
내러

티브

191

(24.12)
4.16 4.09 4.23

소외

통계
201

(25.38)
4.22 4.15 4.28

0.04 � 0.14 8.336 .004**
내러

티브

199

(25.13)
4.08 4.0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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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이원상호작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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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메시지(DTNM)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0.03, F = 0.285, p =

.59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소외’일 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

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0.14, F = 8.336, p = .004**로 나타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원상호작용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트렌디 규범 메시지 조합에서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 가설 2-1)은

일부 채택이 가능하다.

연구 가설 2-1)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일부 채택).

<그림 4-1>�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이원상호작용에 따른 환경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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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사전지식

여부의 삼원상호작용

사전지식 여부에 따라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해 삼원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4-8>에 요약하

였다.

사전

지식

여부

명령 서술
N

(%)

평균

(M)

95%�

신뢰구간

(CI)

표준

편차

(SD)

평균

차이

(Mdiff)

F

유의

확률

(p)
하한 상한 0.03

있음

참여

통계
152
(19.19)

4.18 4.11 4.24 0.03

� 0.03 0.474 .491
내러

티브
147
(18.56)

4.14 4.08 4.21 0.03

소외

통계
154
(19.44)

4.14 4.08 4.20 0.03

-0.01 0.092 .761
내러

티브

150
(18.94)

4.16 4.09 4.22 0.06

없음

참여

통계
49
(6.19)

4.10 3.98 4.21 0.06

-0.08 0.990 .320
내러

티브

44
(5.56)

4.18 4.06 4.30 0.06

소외

통계
47
(5.93)

4.29 4.18 4.41 0.06

� 0.29 12.138 .001**
내러

티브

49
(6.19)

4.00 3.8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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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사전지식 여부

삼원상호작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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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식이 있을 때, (가): 참여+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152(19.1

9%), M = 4.18(95% CI [4.11, 4.24]), SD = 0.03으로 나타났다. (나): 참

여+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147(18.56%), M = 4.14(95% CI [4.0

8, 4.21]), SD = 0.03으로 나타났다. (다): 소외+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154(19.44%), M = 4.14(95% CI [4.08, 4.20]), SD = 0.03으로 나타났

다. (라): 소외+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150(18.94%), M = 4.16(9

5% CI [4.09, 4.22]), SD = 0.03으로 나타났다.

사전지식이 있으면,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참여’일

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0.03, F = 0.474, p = .491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소외’일 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0.01, F = 0.092, p

= .76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사전지식이 있으면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사전지식이 없을 때, (가): 참여+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49(6.1

9%), M = 4.10(95% CI [3.98, 4.21]), SD = 0.06으로 나타났다. (나): 참

여+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44(5.56%), M = 4.18(95% CI [4.06,

4.30]), SD=0.06으로 나타났다. (다): 소외+통계 조합의 경우에는 N = 47

(5.93%), M = 4.29(95% CI [4.18, 4.41]), SD = 0.06으로 나타났다. (라):

소외+내러티브’ 조합의 경우에는 N = 49(6.19%), M = 4.00(95% CI [3.8

9, 4.12]), SD = 0.06으로 나타났다.

사전지식이 없으면,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참여’일

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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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F = 0.990, p = .320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소외’이면,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인 ‘통계’와 ‘내러티브’는 Mdiff = 0.29, F = 12.138, p

= .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전지식이 없을 때, 트

렌디 규범 메시지 중 ‘소외(명령적 트렌디 규범)+통계(서술적 트렌디 규

범)’의 조합인 메시지의 경우 환경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삼원상호작용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4-2>,� <그림 4

-3>과 같다.

이처럼, 사전지식이 있을 때와 사전지식이 없을 때는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조합에 따른 영향력에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 가설 2-2)는 성립한다.

연구 가설 2-2)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전지식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채택).

이를 종합해 볼 때, 연구 가설 2는 일부 채택될 수 있다.

연구 가설 2: 트렌디 규범 메시지는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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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전지식이 없는 집단의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사전지식 여부 삼원상호작용에 따른 환경행동의도

<그림 4-2>� 사전지식이 있는 집단의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 사전지식여부 삼원상호작용에 따른 환경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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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연구 결과,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와 명령적 트렌디 규

범 메시지(ITNM)가 각각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이 함

께 제시되었을 때는 환경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각각 제시하는 것보다 함께 제

시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B

onan et al., 2020; Cialdini, 2003; Cialdini et al., 2006; Goldstein et al.,

2008; Schultz et al., 2008).

한편,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의 경우, 항상 ‘통계’가 효

과적이고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의 경우 항상 ‘소외’가 효과

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상

이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DTNM)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ITNM)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은 소비자 행동의 경우 휴리스틱19) 과정이 있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결과에서 ‘서술적 트렌디 규범(통계)+명령적 트렌디 규범(소

외)’ 조합이 효과적이도록 휴리스틱이 일어난 이유는 선행연구들로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 아이젠버거 외 연구자들(Eisenberger et al.,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경험은 인체의 뇌에 고통을 안겨준

19) 휴리스틱(Heuristic)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험이 함께 작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직관적 사고 방식을

말한다(Kahneman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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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소외에 대한 경험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험

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ead et al., 2011). 즉, 사람

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한편, 이와 같

은 현상들은 사람들이 꼭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승자에 속

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관찰

함으로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실시되

는 사전 조사의 결과가 사람들의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y

ck & Zingales, 2003). 따라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메시지를

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단어 혹은 문장을 적도록 하는 문항에서 ‘생

수’, ‘무라벨 생수’ 다음으로 ‘뒤처진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똑같은 ‘소외’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적 트렌디 규범(내러티브)+

명령적 트렌디 규범(소외)’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의 환경

행동의도가 소폭이긴 하지만 감소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

다. 내러티브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무라벨 생수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서술적 트렌디 규범(내러티브)과 명령적

트렌디 규범(사회적 소외)을 제시했을 때, 오히려 환경행동의도가 감소하

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객관적인 수

치가 없기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회적 흐름이므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수치심 내지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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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지는 것만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특히나 내러티브 메시지에 등장하

는 인물들이 본인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즉, 객관적인 정보(통계)가 제시되면서 ‘이 행동이 사

회적 트렌드가 될 것이므로 행동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

만,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이야기)가 제공되면서 ‘행동하지 않을 때 사회

적으로 소외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전지식이 없는 집단의 경우가 사전지식이 있는 집단보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암시

한다. 이는 치알디니 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 페트리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에서 방문객들이 규

화목(나무화석)을 가져가는 일이 생겼다. 치알디니 외 연구자들(Cialdini

et al., 2006)은 규화목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방문자가 규화목을

훔쳐가고 있어서 우리 모두의 유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팻말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오히려 규화목 도난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팻말에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지도 영향을 받았다. 팻말에서 3

명이 규화목을 훔치는 모습일 때가 1명이 규화목을 훔치는 모습일 때보

다 방문객들이 규화목을 훔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규화

목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규화목을 훔쳐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규화

목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만한 것이라는 간접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를 훔쳐갈수록 이것이 더욱 값진 것이라는 것을

팻말의 메시지와 사람들의 수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즉, 사전 지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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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에 대한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보았을 때, 무라

벨 생수 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영향받지 않았지만, 사전 지식이 없

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

었을 때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처음 연구를 설계하였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덜 효과적이었던 것은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라벨 생수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무라벨 생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792명 중 604명, 76.1%)이 처음 연구를 설계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져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자료 등이 있으면 적어 달라는 부분

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먹는 물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지 환

경이 우선이 아닙니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즉, 무라벨 생수에 대

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 중 일부

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개인의 건강 및 특정 생수 브랜드에 대

한 기호가 환경보호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환경행동만

으로 제한하여 보았다고 한계점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다양한 환경교육에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환경행동

뿐만아니라 지식, 태도 등도 함께 증진될 수 있다.

백종송과 김찬국(2019)에 의하면, 환경과 관련된 학습경험은 환경교

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해본 경험은

다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상호영향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즉,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지식-태도-행동이 항상 순차적으로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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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기보다는 행동을 함으로써 태도가 생겨나거나(태도←행동) 지식이

습득(지식←행동)될 수 있다(서은정, 2013).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은 트렌디 규범 메

시지를 통해서 무라벨 생수 구매의도가 높아져서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

게 된다(환경행동).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면서 사람들은 라벨지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제거하였을 때,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환경지식). 또한,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하여

호의적 감정(환경태도)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람들이 환경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적절

히 사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한다면,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 감수성, 환경

역량 등도 함께 증진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

감수성, 환경소양 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환

경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분석해왔다(김용근, 김정인, 2008; 류미,

김재근, 2019). 이런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활용

하여 안내문에 활용한다면 사람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류미와 김재근(2019)의 연구에서의 ‘도둑게의 유생털이를

위한 이동 특성을 활용한 해양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모

집할 때, ‘생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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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와 같은 짤막한 문구를

덧붙인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많

은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환

경 감수성, 환경역량 등도 기를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계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만 19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환경교육은 여러 연구에서 그 시기가 일찍일수록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

명되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소외나

참여에 따른 영향력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

듯이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

해서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활용한 다양한 소재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무라벨 생수라는 하나의 소재를 바탕으로만 연구하였다. 한편,

무라벨 생수 구매는 저부담 소비재 중 하나이다. 소재(환경행동의 종류

또는 소비재의 종류)에 따라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 80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행동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행동 중 친환경소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다른 환경행동들에 비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규범이 환경행동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 미미

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규범을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

범으로 세분화하여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환경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 친숙하며, 큰 어려움 없이도 실천

할 수 있는 무라벨 생수 구매와 관련하여 규범들과 환경행동의도를 규명

하고, 환경행동의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연구 문제 1에서는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 개인적

규범, 환경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범

에 해당하는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개인적 규범을 부분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규범을 큰 범주로, 혹은 규범들 중 일부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환경행



- 81 -

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을 알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

을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적 규범을 매개하여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규범과 환경행

동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연구 문제 2에서는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때, 환경행동

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트렌디 규범 메

시지를 ‘서술적 트렌디 규범(통계)+명령적 트렌디 규범(소외)’로 구성했

을 때 환경행동의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환

경행동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통계(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

지)를 제시하면서, 환경행동를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트렌드에서 소외(명

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된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더욱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서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로 국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

술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명령적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하여

이들이 함께 상호작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

었다.

제 2 절 교육적 의미와 제안점

앞의 연구 결과 요약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사회적 규범을 통해 개인적 규범을 강

화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 문제 1에서 사회적 규범(서술적 규범/명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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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 개인적 규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개인적 규범은 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환경

교육을 실시할 때 적절한 설득적 규범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규

범(서술적 규범/명령적 규범)을 강화시키고, 이는 개인적 규범을 강화하

여 궁극적으로 환경행동의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설득적

규범 메시지는 연구 문제 2에서 제시한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제시함으

로써 가능하다.

둘째,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행동을 교육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안내문 공고를 할 때,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무라벨 생수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던

집단에게는 트렌디 규범 메시지가 특히 효과적이었다. 즉, 환경행동 중에

서 아직 대중화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교육할 때, 트

렌디 규범 메시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환경행동을 시도하도록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과적이었던 트렌디 규범 메시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면, 참여도 장려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소양, 환경감수성, 환경태도 등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자는 교육적 의미들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교육 분야에서 다

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구 문제 2의 트렌디 규범 메시지의 경우 초·중·고 학교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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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가 무라벨 생수 구매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친환경

제품일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소비가 아닌 다른 환경행동에

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는 연구 문제 1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인간의 환

경행동을 더 엄밀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개

별적 특성을 고려한 설문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

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이 어떻게 환경행동을 하기 바라는지 개인적 규범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설문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것이 시작은 트렌드(Trend)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하면 결국 문화(Culture)가 될 수 있다. 트렌디 규범 메시지와 같은 적절

한 사회적 규범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 규범 및 환경행동의도가 변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트렌드가 아닌 문화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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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 트렌디 규범(통계)에 사용한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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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1> 설문지(IRB No. 2108/003-005)

1. 지난 3개월 동안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한 적이 적어도 1번 이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무라벨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무라벨 생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3. 지난 3개월 동안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이 문항들은 ‘앞으로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무라벨 생

수 구매 의도’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1)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無)라벨 생수란, 왼쪽 사진과 같이 ‘라벨이 없는 생수’로 
친환경제품입니다.  
 무라벨 생수는 일반 생수에서 브랜드, 수원지, 미네랄 함유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라벨지(비닐)를 제거한 것입
니다. 또한, 물을 마시고 나서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면 되므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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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이 문항들은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무라벨 생수 구매

에 대한 사회적 규범(타인의 행동)’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5-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

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2)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3)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이 문항들은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무라벨 생수 구매

에 대한 사회적 규범(나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기대)’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6-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

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2)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

각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3)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

각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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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문항들은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무라벨 생수 구매

에 대한 개인적 규범(나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

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7-1) 나는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2)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3)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이 문항들은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할 때, 무라벨 생수 구매

에 대한 개인적 규범(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8-1)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이 무라벨 생수를 구

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2) 나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3) 나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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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자료는 메시지 (나)로 4개의 집단은

집단별로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된다[부록 Ⅰ-2 참고]).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78.2%로 나타났습니다. 롯

데마트도 무라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

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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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의 글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 문장, 자료 등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 문항들은 ‘앞으로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하게 될 때, 무라

벨 생수 구매 의도’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장들이므로,

잘 읽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0-1)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2)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3)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다음은 연구에 참고할 설문 응답자의 기본 정보입니다.

11-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11-2) 나이

① 만 18~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59세 ⑤ 만

60~69세

11-3) 학력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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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11-4) 한 달 수입이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① 0~100만원 ② 100~200만원 ③ 200~400만원 ④ 400~700만원 ⑤

700~1000만원 ⑥ 1000만원 이상

11-5)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6) 대학(원) 전공, 직장 등이 환경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7) 향후 학교, 직장, 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친환경소비와 관련해서 교육한

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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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2> 실험자극물(IRB No. 2108/003-005)

집

단
메시지 (가): 통계+참여

1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78.2%로 나타났습

니다. 롯데마트도 무라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

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니

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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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메시지 (나): 통계+소외

2

위 자료는 국내의 편의점인 CU의 생수 매출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벨 생수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78.2%로 나타났습

니다. 롯데마트도 무라벨 생수를 선보인 3개월 동안의 매출이 전년도 같

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생수시장 최초로 무라벨을 시도한

아이시스 8.0 ECO는 출시 1년 만에 무려 판매량이 500% 증가하였습니

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이 아닌 일반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 103 -

집

단
메시지 (다): 내러티브+참여

3

위 사진에서 한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부터 연예인, 정치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이 무라벨 생수 구매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무라벨 생수 구매의 급격한 증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당신과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무라벨 생

수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의 확산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이 소비 트

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을 함께하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도 사회 트렌드에 걸맞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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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메시지 (라): 내러티브+소외

4

위 사진에서 한 소비자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연예인, 정치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이 무라벨 생수 구매 붐

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오고 가면서 마

주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난 1년간 무라벨 생수 구매의 급격한

증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당신과 비슷한 일반 사람들이 무

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의 확산세에

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

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수를 구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無)라벨이 아닌 일반 생수를 구매한다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소비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사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소비자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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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내용 측정 문항

환경

행동

의도

(EBI)

환경행동의도1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것이다.�

환경행동의도2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환경행동의도3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경행동의도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서술적

규범

(DN)

서술적 규범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

서술적 규범 2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 �

서술적 규범 3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한다.�

명령적

규범

(IN)

명령적 규범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연인,� 친구 등)은 내가 무

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명령적 규범 2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

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명령적 규범 3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

매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적

규범

(PN)

개인적 규범 1 나는 내가 무라벨 생수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규범 2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 �

개인적 규범 3 나는 무라벨 생수 구매에 자부심을 느낀다.�

개인적 규범 4
나는 무라벨 생수를 구매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부록 Ⅱ> 규범과 환경행동의도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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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ms and Green-suming

: A Study on Norms and Environmental Behaviors

through the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s

for Label-free Bottled Water

Lee Hwa 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issues are no longer future problems. As we have

already started to fac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nd mobilize people to act together. It is not easy to

change people to behave in an environmentally conscious way

because several situational factors are involved. However, we can

educate people to change their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a

variable with a strong impact on environmental behavior. So, in this

study, the author saw the necessity to conduct research on

eco-friendly consumption, one of the most poorly performed

environmental behaviors, and decided to focus on product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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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human survival.

Meanwhile, previous research found that norms have significant

leverage in explaining human environmental behavior, among various

factors. However, compared to its influence, we cannot easily find

well-conducted research on norms and environmental behavior. There

have been a few past research that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environmental behavior. However, most of them did not

look at norms closely by subdividing them into categories. Moreover,

the survey questions were often poorly organized. So, for Research

Question 1, the author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by systemically

organizing the survey questions about categorized norms. Also,

although the role of trending normative messages (specific behaviors,

gradually increasing in frequency of using, which can become a social

trend within 1 to 5 years) to promote environmental behavior has

been studied abroad, most cases were confined to studying descrip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Therefore, at Research Question 2, the

author tried to see the effects of trending normative messages in

boosting the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when given in

descriptive and injunctive forms.

The experiment first led the participants to respond to the

question about any prior knowledge of label-free bottled water before

receiving the official explanation of the product. Then, the

questionnaire continued to ask about ‘the intention for purchasing

label-free bottled water (pre-survey)’, ‘social norms (descriptive

norms/injunctive norms)’, and ‘personal norms’. Later, the experiment

allowed each group of participants to see different trending normative

messages. Th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indicated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purchase label-free bottled water and were

made into four different types of messages. The types consist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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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statistic vs. narrative) and

two injunc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involvement vs.

exclusion). Finally, they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intention of

purchasing label-free bottled water (post-survey) and other questions

related to personal propertie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tudy recruited a total number of 792 adults over 19 years of

age, who have purchased bottled water at least once in the previous

3 months regardless of the types of bottled water, through an online

research company.

For Research Question 1, the author conducte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o know the

effects of descriptive, injunctive, and personal norms on the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The study took the descriptive

norms and injunctive norm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respectively,

the personal norms as the mediator variable, and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Statistical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was confirmed through the bootstrapping method.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 the author did ANCOVA using SPSS

for Research Question 2. For the variables, the study took descrip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and injunc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respectively, prior knowledge of

label-free bottled water as the moderating variable,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before viewing the normative messages as the

covariate variable, and post-environmental behavior int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findings first show that the social norms (injunctive

norms/descriptive norms) have a positive impact on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mediated with personal norms. Through the results

of Research Problem 1, it wa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pro-environmental consume(Green-suming).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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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was effective in promoting

environmental behaviors, especially in the group without prior

knowledge about label-free bottled water. In other words, the findings

from Research Question 2 showed that the trending normative

message used to promote eco-friendly consumption could actually be

used as an educational method that captivates people's minds to be

eco-friendly (Green-sum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urther research can be conducted to find more in

detail about how people's environmental behaviors are form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used in Research Question 1.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be abl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factors more clearly. Further research could also be better developed

by designing the survey to include norms that reflect personal views.

In addition, the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2 open the door to use

the effective trending normative messages for both the education and

recrui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an appropriate

wa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is study since it was solely

conducted on adults regarding label-free bottled water. So, it is

crucial that subsequent research studies more diverse materials with

people of more various age ranges, hoping to open the door for more

people to reach a level of green and get familiar with eco-friendliness.

keywords : environmental behavior, pro-environmental consume,

Green-suming, social norms, descriptive norms, injunctive norms,

personal norms, trendy normative message

Student Number : 2018-3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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