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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폐기물 문제는 생산 단계에

서의 자원 남용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폐기물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반면

현 시스템의 폐기물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를 넘어서 폐기물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폐기물 감량까지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자들도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상품 또는 재활용이 용

이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체를 선택하는 프리사이클

링을 실천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프리사이클링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거나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며,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측정하

는 척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을

개념화하고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국내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수

준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거쳐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규명하였고, 유튜브 내용분석을 통해 프리사이클링 행동 사례를

수집한 뒤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프리사이클링의 하위

차원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제품 폐기물 방지’

등 총 5가지로 확정되었다.

소비자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의 대부분이 포장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장재 감축’을 중심으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측

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내용분석으로 수집한 행동 사례를 바탕으

로 포장재와 관련된 프리사이클링 행동의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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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20∼40대 소비자 532명을 대상으로 행동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질적∙통계적으로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인구통계학적 특성, 프리사이클링 태도, 프리사이클링 인프라

인식을 함께 측정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수준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프리사이클링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프리사이클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

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실제 프리사이클링 행동으로까

지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태도-행동

불일치가 프리사이클링에서도 관찰되었으므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태도 함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프리사이클링

행동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태도, 인프라인식,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프리사이클링 태도와 인프라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프

라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프리사이클

링 실천에 있어 소비자 개인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둘러

싼 프리사이클링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리사이클링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변수를 투입하여 군

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프리사이클링에 따른 소비자 유형을 상(上)

집단, 하(下) 집단, 불일치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불일

치 집단은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인프라인식

수준이 하 집단만큼 낮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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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 집단은 프리사이클링 태도가 불일치 집단보다는 낮았지

만 인프라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 집단 중 프

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인프라인식이 프

리사이클링 행동의 결정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

리사이클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프리사이클링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인프

라인식 수준을 고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프리사이클링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거주지

역,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비자와 소

득이 적은 소비자는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면에서 프리사이클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하지만 여성, 중소도시 거주자, 소득

이 높은 소비자는 태도보다는 인프라인식, 실제 행동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실무

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사이클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

준이 높아졌으므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

를 고취시켜 소비자들의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프리사이클

링 태도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이었던 비용감수태도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태도”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기보다는 프리사이클링의 “비

용”을 낮추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리사이클링 태도가 긍정적이더라도 인프라가 미흡하다

고 느낄 경우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

로, 소비자의 인프라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생산∙유

통단계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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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프라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사이클링 인프라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산

업계와 시장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프리사이클링 대안을 더 많이

제공하여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 주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에 대한 실증적 검

증이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에서 프리사이클링 관련 대안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프리

사이클링의 하위차원 또는 세부문항을 조정함으로써 시의성을 유

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 구성 시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

중 ‘제품 폐기물 방지’을 배제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추가

하여 측정문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포장재 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프

리사이클링의 모든 하위차원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태도, 인프라인식,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그

러나 앞으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인식의 경우 프리사이클링 대

안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비용인식, 제도적 여건 등에 대해서

도 측정하여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후속연구들을 기대해본다.

주요어 : 프리사이클링, 폐기물, 지속가능성, 제로웨이스트, 녹색소비

학 번 : 20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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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산업사회가 경제성장을 위해 채택한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는 심각

한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대량생산∙대

량소비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처리하는 ‘지구적 수용성(sink functions

of the natural capital)’은 한계에 다다랐고, 지속가능성은 인류 공통의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떠올랐으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

속가능한 소비∙생산’, EU의 순환경제 실행계획 ‘그린딜(Green Deal)’ 등

의 의제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정하고,

2018∼2027년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 2018).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소비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간과한 결과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폐기물 문제인데, 지난 2018년 폐플라스틱과 폐

비닐의 수거 거부로 촉발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일

명 ‘쓰레기대란’은 이러한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쓰레기대란 이후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기물 문제는

다시 악화되었다. 쓰레기대란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유통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정책’은 위생을 이유로 유보되었고 소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도 급증하였다.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택배

물량은 19.8%, 음식 배달은 75.1% 늘어났고,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14.6%, 폐비닐은 11%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재활용품 수출이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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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폐기물 수거∙선별업체의 적자를 심

화시켜 ‘제2의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2020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공공비축과 가격연동제1)를 적용하

여 2018년 쓰레기대란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나, 제2, 제3의 쓰레

기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

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면적과 폐기물 처리시설 기피 현상 등

을 감안했을 때 매립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더 이상 대안이 되기 어렵다

(환경부, 2018). 그러므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폐

기물을 배출하고 난 뒤의 처리 단계에 국한하여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생산∙소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관행을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과포장, 일회용품 등 불필요한 자원 남용은 일상적인 현

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상품과 포장재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닐,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생산량은 나

날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된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구매활동을 통해 소비

자에게 흘러가 단시간 내에 그 쓸모를 다 하고 폐기물로 버려지게 된다

(김병규, 2021). 하지만 쓰레기대란 이후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사

업체가 남발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지적하였다(한국리서치, 2021). 또한

정부는 업체별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비율을 제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를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정회성(1995)은 소비가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자

원을 채취하므로 환경문제의 출발점은 곧 소비라고 보았다. 그는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행위가 환경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플

라스틱 등 환경이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을 개발하는 ‘소비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반환경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정회성, 1995). 이처럼

1) 2018년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쓰레기대란) 이후 도입한 제도로,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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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비단 생산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소

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시장에서

구매자, 사용자, 처분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

져야 하고,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

자와 함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소비자는 구매, 즉 화폐투표를 통해

기업의 경영 가치와 철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폐기물

을 적게 발생시키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폐기물 문

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천경희 외, 2017).

기존 연구들은 폐기물과 관련하여 재활용, 재사용, 기부와 같은 처분

단계에만 집중하거나(김은희, 2007; 박명희∙정주원, 1995; 김나민, 2019),

다양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하나로 폐기물 문제를 살펴보았을 뿐(박

운아∙이기춘, 1995; 황은애∙이경아, 2010; 손상희 외 3인, 2010; 허경옥,

2004),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부터 경험하고

실천하는 현상을 탐구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매 의

사결정 시부터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새로운 소비행동인 ‘프리

사이클링’의 기본 개념을 규명하고, 측정문항을 구성하여 프리사이클링수

준을 측정하며, 프리사이클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프리사이클링 행동 실천을 통한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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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구매 시 폐기물 발생 방지를 고려하는 소비 행동인 프리사이클

링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여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유튜브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들의 실제

프리사이클링 실천행동을 반영하여 행동 측정문항을 개발한다.

둘째,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프리사이클링을 촉진할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 행동과 함께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 프리사이

클링 인프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피고 이들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프리사이클

링 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 행동∙태도∙인프라인식 수준을 통해 소비자 유형화를 시

도하고, 소비자 유형별로 프리사이클링 행동, 태도, 인프라인식, 인구통계

학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여 프리사이클링 행동 실천 수준을 결정하는 소

비자의 내∙외부적 요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프리사이클링 개념을 확립함으로

써 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실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도

구를 마련하였으며, 프리사이클링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을 제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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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와 프리사이클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먼저 제1절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의 여러 가지 개념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제2절에서는 프리사

이클링 개념과 그 하위차원에 대해 개괄하였다.

제 1 절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규명하기에 앞서 프리사이클링이 환경을 고려

하는 소비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여러 개념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

펴보았고, 이를 통해 프리사이클링과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연결고리

를 규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어떻게 측

정하고 분석하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후 프리사이클링 연구의 접근 방

식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1.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여러 가지 개념

1970년대 소비와 환경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등장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의 소비행동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칠 영향력

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사회의식적 소비자(socially conscious consumers)’,

‘생태의식적 소비자(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s)’, ‘책임있는 소비자

(responsible consumers)’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였는데(Anderson and

Cunningham, 1972; Webster, 1975; Kinnear et al., 1974; Fisk, 1973), 이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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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의식적 소비자’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

회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Anderson과

Cunningham(1972)은 이러한 ‘사회의식적 소비자’를 “사회나 환경의 복지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합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와 환경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품과 용역으로 구성된 시장을 형성하는 소비자”로

정의내렸고, Webster(1975)는 “자신의 사적 소비행동이 초래한 공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소비자 또는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의 구매력을 행사하

는 소비자”로 정의하였다.

Anderson과 Cunningham(1972), Webster(1975)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력을 소비의 사회적 영향력의 일부로 본 데 비해, Kinnear 등

(1974)과 Fisk(1973)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진행했다. Kinnear 등(1974)은 개인의 소비결정이 그 방향에 따라

환경보존을 도울 수도 있지만 환경파괴를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태의식적 소비자’를 “생태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구매 시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소비자”로 정의 내렸다. 또한 Fisk(1973)는 미국

의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소비자의 책임을 무시하고 권리만을 강

조한 결과, 무책임한 자원 사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하는 ‘책임있는 소비’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내 소비자학계에서도 이러한 국외의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개념

을 받아들여, 1980～1990년대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 ‘지속가능

소비’, ‘환경친화적 소비’, ‘환경의식적 소비’ 등의 개념이 논의되었다(서정

희, 1986; 배순영, 2011; 임효숙∙김정인, 2010; 민현선∙이기춘, 1996; 박

운아∙이기춘, 1995). 서정희(1986)는 소비의 전 과정인 구매, 사용, 처분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를 “재화와 용역을 구매∙

사용 및 처분하는 소비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의 행동이 사회와 환

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여 사적욕구 뿐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인 복지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로 정의하였다.

이후 1993년 국제소비자연합기구(IOCU)가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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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를 새로운 소비자행동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생산 및 개발

측면에서 주로 언급되던 ‘지속가능성’이 개인의 소비패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민현선∙이기춘, 1999). 여기서 제시된 ‘지속가

능성’은 생산, 개발, 소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의들은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과정보다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자원

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임효숙과 김정인(2010)은 연구기관, 국

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지속가능한 소비의 정의를 종합해, ‘지속가능

한 소비’를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소비”로 정의 내렸다. 이에 반해, 정회

성(1995)은 지속가능 소비가 조작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우므로, “환경을

염두에 두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을 의미하는 ‘환경친화적

소비(Environmentally Friendly Consumption Activities)’로 용어를 대체

한다면 보다 정책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국내의 소비자학 문헌들은 ‘환경친화적 소비’를 “자신의 사

적인 소비가 타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

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정희(1986)의 연구

와 같이 구매, 사용, 처분의 틀을 통해 분석하고 있었다(박운아∙이기춘,

1997; 민현선∙이기춘, 1999). 이를 통해, 소비자학적 관점에서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한 조작적 틀로 구매, 사용, 처분 개념이 활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의식적 소비’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

도 있었으나, 그 정의는 환경친화적 소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박운아∙

이기춘, 1995; 민현선∙이기춘, 1996).

2009년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

장’을 선언하면서 “녹색” 키워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저

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11)’과 ‘환경부 저탄소 녹색생

활실천 확산계획(’09.8)’ ‘제1차(’09∼’11) 소비자정책기본계획(’08.10)’ 등을

통해 지속가능소비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배순영, 2011).

손상희 등(2010)은 ‘저탄소 녹색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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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환경의식적 소비’ 등의 개념들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정의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녹색소비’ 개념을 새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저탄소 녹색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하되,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의 개념을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을 포함한 생태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녹색소비를 “소비의 구매-사용-처

분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소비행태”로 정

의했다(손상희 외, 2010). 여기서 언급된 ‘생태적 측면’은 소비자와 생태

계(자연, 생산자, 미래 소비자)와의 조화를 추구하여 사회적 측면과 환경

적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뜻하고, ‘경제적 측면’은 소비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효율성과 건강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손상희

외, 2010). Kim 등(2012)은 ‘녹색소비’와 함께 책임 있는 소비, 생태 의식

적 소비, 환경친화적인 소비 등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개념들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

았고, ‘지속가능 소비’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 녹색소비 개념은 환경 보호

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차원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에 비해 다소 편협하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 UN총회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결의되었는데, 그 안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포함되면서 다시 한 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

하 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에 언급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

비’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식품손실 감소, 화

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를 주요 골자로 하며,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의 세부목표는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플라

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생산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 등으로, 이들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들은 주로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다루는 재활용 등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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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폐기물의 원천 방지와 감량’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은 Bekin 등(2007)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2), 특히 Gillilan 등(1996), Greyson(2007),

Klug과 Niemand(2021), Wenzel과 Süßbauer(2021) 등은 지난 수십 년간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폐

기물 사전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폐기물 사전 방지를 실천하는 소

비자 행동을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이라고 명명하였다(Gillilan et al.,

1996; Greyson, 2007; Klug and Niemand, 2021; Wenzel and Süßbauer,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중 하나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프리사이클링을 내용분석과 소비자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

다. 다음의 제2절에서는 이러한 프리사이클링의 개념과 하위차원 등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2.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970년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관련 1970년대 연구는 주로 경영학과

마케팅학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주목받기 시작했던 환경문제 및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연구의 목

적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환경문제 관련 제 논의를 검토하거나(Fisk,

1973), 사회를 고려하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

하는 것들이었다(Anderson and Cunningham, 1972; Kinnear et al.,

1974; Webster, 1975).

이러한 경영학적 접근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2) Bekin 등(2007)은 “재활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소비자의 기타 폐기물 감소 및 처리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폐기물 퇴비화, 제품 생애주기 연장
(수선, 재사용, 제품의 새로운 용도 생성 등) 등의 소비 후 행동이나 중고거래, 소
비 절제 등을 논의했으나, 폐기물 사전 ‘방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
가 있다(Beki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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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주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를

통한 마케팅 및 제품 판매 실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학

적 접근과는 차이가 있었다.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한 소비자학적

접근은 환경친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비자 행동을 변경시키는 일

에 주력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정책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박운아∙이기춘, 1997).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관한 국내 소비자학 연구는 1980∼90년대 등장

했는데, 주로 소비자의 행동 수준을 측정하고 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나(서정희, 1986; 박운아∙이기춘, 1995),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의 행동 동기를 분석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본질을 탐색한 연구도

있었다(박운아∙이기춘, 1997; 민현선∙이기춘, 1999).

박운아와 이기춘(1997)은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

한 뒤,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행동’과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경제적 행동’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이 본질적으로는 윤리적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 윤리적 행동과 경

제적 행동 모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박운아∙이기춘, 1997).

또한 민현선과 이기춘(1999)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하위차원을 동기

에 따라 사회지향적 차원과 개인지향적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의

사회지향적 차원은 사회적 이익을 위하거나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

행할 경우를, 개인지향적 차원은 환경친화적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

다고 느껴서 수행할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각각의 하위차원 별로 환

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태도보다 행동 수준

이 낮은 불일치를 확인하였다(민현선∙이기춘, 1999).

2000년대 이후,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명칭으

로 논의되었다. 소비자학에서는 녹색소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단순히 녹색소비 행동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변수들을 ‘총체

적’,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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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0; 황은애∙이경아, 2010; Kim et al., 2012). 손상희 등(2010)은 기

존 지표들이 녹색소비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목적에 따라 녹색소비의

특정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본 것이라고 지적하며, 녹색소비역량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들 연

구에서 말하는 녹색소비역량은 “녹색소비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내적자

원을 형성하고 제반 환경의 수용을 통한 녹색실천의 잠재력을 갖추어 이

를 가시적인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힘의 총체”를 의미한다(손상희 외,

2010). 황은애와 이경아(2010)는 손상희 등(2010)이 개발한 녹색소비역량

지표의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녹색소비역

량을 측정하였으며, 녹색소비역량 평가지표를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들

의 내적역량(지식과 태도), 외적역량, 실천역량으로 구성하였다.

Kim 등(2012)도 특정 행동이나 제품으로 녹색소비를 설명했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녹색소비를 다층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였다. 이들이 개발한 척도는 친환경성 태도(environmental concern), 준

거집단, 지각된 소비자 효능감, 지각된 시장상황(가격부담, 신뢰도, 정보

이용가능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녹색소비행동 등으로 구

성되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녹색소비행동은 가치 지향성에 따라 ‘건강

의식’, ‘자원 의식’, ‘사회 의식’ 행동 등의 하위차원으로 나뉜다(Kim et

al., 2012).

이상의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에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하는 경영학적 접근이 우세했으나 1980∼90년대 소비자학 분

야에서도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2000년대부터는 환경을 고려하

는 소비 행동과 관련된 제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척도를 개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종합하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한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들은 개

념을 정교화하고, 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실제 행동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경영학적 접근과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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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과 환경규제방안에 대해 평가하거나 관련 제

언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폐기물 방지를 위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함에 있

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소비자

의 실제 행동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폐기물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

고자 한다.

3.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영향요인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따르면, 환경을 고

려하는 소비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 소비자의 태도, 자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영향요인

1970∼80년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어떤 소비자가 이를 실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그 결과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 주거형태,

종교, 결혼여부, 성별, 연령 등의 요인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에

직접 또는 소비자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규명되었다(서정희, 1986; 박명희∙정주원, 1995; 이기춘 외, 1996; 박

운아∙이기춘, 1997; 황은애∙이경아, 2010)(다음의 [표 2-1] 참조). 그러

나 연구마다 각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면서 영

향요인으로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im(1996)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개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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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결정짓고, 이렇게 결정된 선호에 따라 구매 의도가 형성되기 때문

에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는 MZ세대3)의

경우, 자아일치성과 사회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

인 소비를 지향하고(김미예∙옥경영, 2021), 중고거래와 같은 프리사이클

링을 통해 ‘괜찮은 일상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삶’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이러한 MZ세대 사례와

같이, 특정 세대 또는 연령의 소비자에게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가 두드

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프리사

이클링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표 2-1]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영향요인

연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영향요인 종속변수

서정희(1986)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태도

박명희∙정주원
(1995)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이사 오기 전 주거형태, 종교유무

가사용 내구재
처분행동

이기춘 외(1996) 결혼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환경친화적 제품의
구매의사

박운아∙이기춘
(1997)

주거유형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황은애∙이경아
(2010)

- 사회경제적 특성
: 거주지역,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 월평균소득, 주거유형,
세대구성

- 소비생활적 특성
: 주관적 소비수준, 작년 대비
현재 수준, 1년 후 상황 예측,
현재 소비만족도

녹색소비역량

3) 1980∼2000년 출생자인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와 1995∼2010년 출생자인

Z세대를 합친 세대를 지칭한다(김미예∙옥경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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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도 관련 영향요인

소비자는 자신만의 견해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소비자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관련 선행연

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성을 태도 변수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환경

에 대한 의식, 소비자의 가치성향, 지각된 효능감, 비용 또는 편익 관련

태도 등의 변수를 사용해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관련 태도를 측정하였다

(서정희, 1986; 박명희∙정주원, 1995; 이기춘 외, 1996; 박운아∙이기춘,

1997; 허경옥, 2004;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년희, 2012; Kim

외, 2012; 송현정 외, 2016). 아래의 [표 2-2]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태도 관련 영향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2-2]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태도 관련 영향요인

연구자 태도 관련 영향요인 종속변수

서정희(1986)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태도
환경문제를 의식한
행동

박명희∙정주원
(1995)

- 개인적 가치 성향
: 성실절약 성향, 익사회적 성향,
금전지향주의 성향
-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정도

가사용 내구재
처분행동

이기춘 외(1996)
환경고려정도
: 전반적인 환경의식

환경친화적 제품의
구매의사

박운아∙이기춘
(1997)

소비자가치지향
: 생태적 지향, 편의지향, 경제적
지향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허경옥(2004)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
: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보전의식

환경친화적 행동

황은애∙이경아
(2010)

태도(내적역량)
: 친환경성관련 태도, 편익에 대한
태도, 비용감수에 대한 태도

실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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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태도 관련 영향요인(표 계속)

유두련∙김년희
(2012)

집단 간 내적동기
: 환경보호 중요성 인식, 친환경행
동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효능
감), 추가비용감수에 대한 태도

친환경 소비행동

Kim et al.
(2012)

지각된 소비자 효능감 녹색소비행동

송현정 외(2016)
윤리적 소비 가치관
: 윤리적 정체성, 이타주의

환경친화적 태도

환경 친화적 태도 환경친화적 행동의도

첫째, 환경에 대한 의식은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 태도’, ‘환경의식’,

‘생태적 지향’, ‘환경에 대한 관심’, ‘친환경성관련 태도’, ‘환경보호 중요성

인식’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환경에 대

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희, 1986; 박명희∙정주원, 1995; 이기춘 외, 1996;

박운아∙이기춘, 1997; 허경옥, 2004;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

년희, 2012; Kim 외, 2012; 송현정 외, 2016).

둘째, 소비자 가치 성향은 ‘성실절약 성향’, ‘익사회적 성향’, ‘금전지향

주의 성향’, ‘편의지향’, ‘경제적 지향’, ‘윤리적 소비 가치관’ 등의 요인으

로 지칭되었으며, 이러한 변수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을 측정하였다(박명

희∙정주원, 1995; 박운아∙이기춘, 1997; 송현정 외, 2016). 선행연구 결

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편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약할수록, 절약하는 성향

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

할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소비 가치관은 환경친화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

로 환경 친화적 행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지각된 효능감은 개인이 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유두련과 김년희(2012)는 지각된 효과성

이 친환경 소비행동을 유도하는 유의한 내적동기라는 사실을 규명하였

다. Kim 등(2012)도 지각된 소비자 효능감이 녹색소비행동에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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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지각된 소비자 효능감과 함께

고려한 친환경성 태도는 평균점수가 매우 높았음에도 실제 소비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

의 실질적인 녹색소비 행동을 유도하려면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환경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Kim 등

(2012)은 설명하였다.

넷째, 비용 또는 편익 관련 태도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로 인해 소비

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편익 및 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황은애

∙이경아, 2010; 유두련∙김년희, 2012). 황은애와 이경아(2010)의 연구에

따르면, 비용감수에 대한 태도는 실천역량의 구성요소인 구매, 사용, 처

분, 선도행동 중에서 구매 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편익에 대한

태도는 구매, 사용, 처분 행동 등 소비 행동의 전(全) 범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두련과 김년희(2012)의 연구 결과,

친환경 소비행동 열등 집단이 중간∙우수 집단보다 추가비용감수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비용감수 용의에 따라 행동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소비자는 환경에 대한 의식과 지각된 효능감

이 높을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동의 비용을 적게 느끼고 편익을

크게 느낄수록, 편의를 포기하는 동시에 사회의 이익 등을 추구하는 성

향이 강할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교해, 소비자 태도 변수의 영향력은 여러 선행연

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종속변수로 고려한 소비 행동의 종류에 따

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박운아와 이기

춘(1997)의 연구에서 고려한 편의지향은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의 유

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인 편의적 개인주의는 ‘재활용

처분행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박명희∙정주원, 1995). 또한 비

용감수에 대한 태도는 구매 시 녹색소비 실천을 제외하고 사용, 처분, 선

도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을 고려하

는 소비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행동 유형에 따라 태도 변수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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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도출되므로, 폐기물 방지 행동인 프리사이클링을 설명하는 태도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자원(인프라인식) 관련 영향요인

개인과 가계가 보유한 자원에는 건강, 시간, 재정, 지식과 기술, 인간

관계, 공동체, 물리적 환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 시간, 재정, 지

식과 기술 등은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자원이지만 인간관계, 공동체, 물리

적 환경 등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에 해당한다

(Rowland 외, 1985).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 요인과 상호작용하

는 존재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실천할 때 주어진 시장 상황, 준거집

단의 영향 또는 주관적 규범, 교육경험 및 지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서정희, 1986; 이기춘 외 3인, 1996; 박운아∙이기춘, 1997; 허경옥,

2004;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년희, 2012; Kim 외, 2012).

아래의 [표 2-3]은 환경을 고려한 소비의 영향요인 중에서 자원 관련

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2-3]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자원 관련 영향요인

연구자 자원 관련 영향요인 종속변수

서정희(1986) 주관적 규범
환경문제를
의식한 행동

이기춘 외(1996)
환경고려정도에 대한 변수
: 제품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

환경친화적 제
품의 구매의사

박운아∙이기춘
(1997)

자원
: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 지역사회
환경자원, 환경교육경험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

허경옥(2004)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
-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기업의 환경
경영에 대한 평가

환경친화적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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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자원 관련 영향요인(표 계속)

황은애∙이경아
(2010)

- 지식
: 환경문제 관련지식, 정책 및 제도관련
지식, 녹색소비 관련지식
- 외적역량
: 준거집단, 시장 제약, 제도적 여건

실천역량

유두련∙김년희
(2012)

- 일반적인 특성
: 친환경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접해본 정도, 친환경소비 관련 정보
매체 유형
- 외적동기
: 환경상품 관련 시장여건, 환경정책
인지도, 준거집단의 영향정도
- 환경지식
: 환경문제 관련 지식, 환경정책 관련
지식, 친환경소비 관련 지식

친환경 소비행동

Kim et al.
(2012)

- 준거집단
: 지각된 시장 상황, 신뢰도, 정보 이용
가능성, 접근성

녹색 소비행동

첫째, 주어진 시장 상황, 즉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제품

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환경자원’, ‘환경상품 관련 시장여

건’,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 ‘지각된 시

장상황’, ‘시장 제약’, ‘제도적 여건’ 등으로 측정되었다(이기춘 외, 1996;

박운아∙이기춘, 1997; 허경옥, 2004;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

년희, 2012; Kim 외, 2012; 송현정 외, 2016). 여기서의 “인프라”는 객관

적인 개념이지만,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 개념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프라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된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의 규범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사회적 여건 개념에 포함된다(손상희 외,

2010). 주관적 규범은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 ‘준거집단의 영향정

도’, ‘준거집단’ 등의 용어로 분석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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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행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정희, 1986; 박

운아∙이기춘, 1997;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년희, 2012; Kim

외, 2012).

셋째, 교육경험 및 지식은 ‘환경교육경험’, ‘친환경소비의 중요성에 대

한 정보를 접해본 정도’, ‘친환경소비 관련 정보매체 유형’, ‘환경정책 인

지도’, ‘환경지식’, ‘지식’ 등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박운아∙이기춘,

1997; 황은애∙이경아, 2010; 유두련∙김년희, 2012). 선행연구에서는 환

경교육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환경정책

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활발하게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수준이 높은 집단은

친환경소비 정보를 대중매체, 책, 수업, 친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

하고 있었다(유두련∙김년희, 2012).

이상에서 살펴본 자원 관련 영향요인들 중에서 특히 ‘인프라’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었다(Fisk, 1973; 이기춘 외, 1996; 박운아∙이기춘,

1997; Kim 외, 2012). 즉,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시장 대안이 더 많아져야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폐

기물 감량을 위한 소비 행동과 소비자를 둘러싼 시장 환경 사이에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

프라인식 수준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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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리사이클링

국내에서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실천 양상

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비하고, 국외 연구도 많지 않아 미국 환

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자료 외에는 관련 문

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프리사이클링의 개념과 특성에 대

한 탐색적 고찰이 요구되는 바, 본 절에서는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규

명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정의와 하위차원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1. 프리사이클링의 개념

1) 정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프리사이클링 개념은 EPA의 도시 고형 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관리 방안 중 하나인 Source Reduction(이하

‘원천적 절감’)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적 절감은

가계를 넘어 지자체, 산업계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체들이 폐기물 발

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로 소비자 차원의 실

천에 주목하는 프리사이클링과는 차이가 있었다.

EPA(1989)에서는 도시 고형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폐기물

관리’ 대책으로 원천적 절감, 재활용, 소각, 매립 등 4가지 전략을 수립하

였다. 이 중 원천적 절감은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자

체의 부피나 독성을 줄이고 제품의 사용 수명을 늘리는 행위(재사용 포

함)”를 의미한다. 원천적 절감은 폐기물 발생 ‘전’에 고려된다는 점에서

폐기물 발생 ‘후’ 수행하는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전략과는 차별되었

다. 이에 Gillilan 등(1996)은 EPA의 원천적 절감을 ‘프리사이클링’으로

지칭하며 “현명한 쇼핑선택을 통해 가정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이들은, 당시 프리사이클링이 전문가에게도 생소하고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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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을 받지도 않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약 3개월 간 프리사이클링 교육 캠페

인을 실시한 뒤 소비자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Gillilan et al., 1996).

Kim(1996)은 Gillilan 등(1996)처럼 ‘프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원천적 절감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연구하였다.

그는 1970∼80년대에 각종 환경 규제가 생겨난 뒤 그린 마케팅이 10여

년간 성행했고, 소비자의 환경 의식도 높아졌지만, 원천적 절감을 위해

소비자가 구매 시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

으며 실제로도 소비자가 구매행동을 바꾸면서까지 원천적 절감을 실천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Kim, 1996). 이에 Kim(1996)은 구매의도가

아닌 실제 구매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가격, 광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교육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이때 원천적 절감을 “소비자들

이 구매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내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행위”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행위”로 보았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연구들은 원천적 절감을 가계가 수

행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현재 EPA는 원천적 절감을 WARM (Waste

Reduction Model;폐기물 감량 모델)4) 폐기물 관리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즉, EPA는 소비자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모두

원천적 절감의 주체이며, 단순 소비행위를 넘어 생산, 개발 등이 모두 원

천적 절감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PA의 WARM 설명자

료에 따르면, 원천적 절감은 “설계, 제조, 구매, 사용 과정 중에 포장을

포함한 제품 또는 물질이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양을 줄

이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변화”로, 폐기물 방지(waste prevention)와 동

4) WARM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감 수준, 폐기물 관리 관행(원천적 절

감, 재활용, 소각, 매립)의 경제적 영향을 계산한 뒤 합계를 내는 소프트웨어 도

구이다. EPA는 주 및 지방 정부, 고형 폐기물 계획자, 학생, 중소기업, 온실가스

나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기관이 WARM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 현황과 경제적 영향을 추적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하기를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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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미를 지닌다.

Gillilan 등(1996)의 연구 이후, ‘프리사이클링’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들은 프리사이클링을 ‘폐기물 방지’ 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Greyson, 2007; Elgaaïed-Gambier, 2016; Klug and Niemand, 2021;

Wenzel and Süßbauer, 2021; 오민주∙남영숙, 2019). 하지만 프리사이클

링을 보는 시각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Greyson(2007)은 프리사이

클링을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Wenzel과 Süßbauer(2021)

은 평범한 가정에서 관찰되는 행동으로 설명한 데 비해,

Elgaaïed-Gambier(2016), Klug과 Niemand(2021), 오민주와 남영숙(2019)

등은 소비자가 구매 시 실시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Greyson(2007)은

순환경제에 대해 논하면서 폐기물 축적량을 줄이기보다 폐기물 사전 방

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프리사이클링’이

라 명명하였다. 그는 “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미래의 자원으로 다시 전환

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프리사이클링을 정의함으로써 순환경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Greyson, 2007). Wenzel과 Süßbauer(2021)는 폐기

물 방지행동에 관한 앞선 연구들이 주로 생활폐기물을 다루었으나, 가정

내 포장폐기물 방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문제에 관여도가 높은 소수의 실천가들이 아닌, 일반 가구에서의 식

품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프리사이클링

의 정의 또한 “식품 포장재 방지를 위해 평범한 가정에서 수행되는 행

동”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비해 Elgaaïed-Gambier(2016)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취하는 전략은 재활용처럼 소비 후 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계, 특히 구매 단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구매 시

취하는 폐기물 방지 전략인 ‘프리사이클링’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과포장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선택 행동을 분석하였다

(Elgaaïed-Gambier, 2016). 또한 Klug과 Niemand(2021)은 폐기물 문제

가 심화되면서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lifecycle)’을 채택하게 되

었고, 그 일환으로 폐기물이 쌓이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프리사이클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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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프리사이클링을 “폐기물을 방지

하기 위해 가정에서 채택되는 행동전략” 또는 “소비 전에 환경적 결과를

고려하고 폐기물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Klug and Niemand,

2021).

오민주와 남영숙(2019)은 기존 연구들로 폐기물 관리, 재활용품, 업사

이클링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폐기물 감량’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프리사이클링 활동을 통한 환경친화적

소비교육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프

리사이클링을 “구매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려는

소비방식”으로 정의하였으나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

기보다 환경친화적 소비의 일환으로서 프리사이클링을 효과적으로 교육

시킬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프리사이클링의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프리사이클링은 EPA의 ‘원천적 절

감’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

해 선택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프리사이클링의 정의는 원천적 절

감을 밑바탕으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수행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한 제 개념이

소비의 전(全) 과정을 포괄하므로, 프리사이클링 또한 원천적 절감의 정

의에서 언급되는 설계, 제조, 구매, 사용 단계에 더하여 ‘처분’ 과정 중에

시도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프리사

이클링을 “소비자가 설계, 제조, 구매, 사용, 처분 과정 중에 포장을 포함

한 제품 또는 물질이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구매의사결정 시 시도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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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개념과의 비교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행동 중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개념은 프리사이

클링 외에도 제로웨이스트,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개

념들과 달리 프리사이클링은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시 수행하는 행동이

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개념 간 혼동을 막기 위해 프리

사이클링과 유사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먼저,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로웨이스트는 소

비자를 넘어 시민으로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지칭할 뿐 아니라(노하은, 2020), 구매 단계에 더해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ZWIA, 2018; Zaman and Lehmann, 2013).

노하은(2020)은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하는 실천가의 ‘시민성’에 대해 연구

하였으며, 제로웨이스트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민 수준에서 참여하

는 폐기물 저감, 배출, 활용 행위와 더불어 시민의 역량이 발현되는 행

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시민의 역량이 발현되는 행위’에는 국

민청원 등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캠페인 운동이 포함되므로, 제로웨이스

트는 프리사이클링이 다루는 ‘소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노하은, 2020). 또한 2018년 제로웨이스트 국제 연합(Zero Waste

International Alliance; ZWIA)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제로웨이스트는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

는 방식(소각, 매립, 물 또는 공기로 배출)으로 제품, 포장재, 원료를 수

거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Zaman과

Lehmann(2013)도 제로웨이스트를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불필

요하거나 원하지 않은 폐기물을 없애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그들은

제로웨이스트의 구성요소로 폐기물 회피, 감축, 재사용, 재설계

(redesigning), 재생성(regenerating), 재활용, 수리, 재생산

(remanufacturing), 중고거래(reselling), 재분배(re-distributing)를 제시하

였다. 즉, ZWIA(2018)와 Zaman과 Lehmann(2013)의 제로웨이스트 개념

은 구매뿐만 아니라 사용, 처분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구매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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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프리사이클링과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활용 개념은 구매-사용-처분 중 처분행동에 한정

된다는 점에서 구매 단계에 집중하는 프리사이클링과 차이가 있다. 폐기

물 관리법 제2조 제7항에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중략)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재활용은 이

미 발생한 폐기물에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뿐만 아니

라 수거∙선별, 매립, 소각, 연료화 등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연관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재활용을 연구한 김은희

(2007)의 연구는 재활용을 “사용하고 버려진 것이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사용되어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재사용(reuse)을 위해 처리하

는 것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거나 유용하게 다시 이

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하는 행태”로 정의하여 재활용이 구매, 사용

단계를 이미 지난 재화를 다루는 행동임을 적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업사이클링(새활용)으로, 주로 패션 및 디

자인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된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 물질로 유용한 물

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Klug과 Niemand, 2021), 다시 말해 폐기물

을 활용해 새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이므로 그 주체가 ‘생산자’이지만, 소

비자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한다면 이는 제품의 제조(또는 처분) 과

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줄이고자 구매 시 시도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프리사이클링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사이클링과 프

리사이클링을 구별하되,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프리사이

클링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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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

프리사이클링 관련 연구는 프리사이클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

를 제시하거나(Gillilan 외, 1996; Elgaaïed-Gambier, 2016; EPA, 2020),

질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도출하는 것(Klug and

Niemand, 2021; Wenzel and Süßbauer, 2021)로 나눌 수 있다. 각 연구

에서 소개된 프리사이클링 사례는 아래의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프리사이클링 사례

연구자 사례

Gillilan 외 3인
(1996)

포장재가 (거의) 없는 제품 구매

제품 재사용

재활용 물질로 포장된 제품 구매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로 포장된 제품이나 재활
용된 제품을 구매

Elgaaïed
-Gambier(2016)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비패턴 변경

대량(bulk) 구매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회피

EPA(2020)

제품이나 음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원료 또는 농
산물의 투입량을 줄이는 모든 활동

더 적은 원료를 사용하도록 제품 재설계
(예, 무게 줄이기,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

제품과 원료 재사용 (예, 리필 가능한 물병)

제품 생애주기 연장

원료 사용을 처음부터 회피
(예, 스팸메일 줄이기,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수요 줄
이기)

Klug과
Niemand(2021)

포장되지 않은 제품 구매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제품 구매
(포장재) 폐기물 회피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거부
대량(bulk)판매 상점, 벼룩시장, 농산물시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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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프리사이클링 사례(표 계속)

(이어서)
Klug과
Niemand(2021)

로컬푸드 및 유기농제품 선택
재사용 가능한 용기 사용
리필 가능한 품목 구매
업사이클링, DIY를 통한 수리

Wenzel과
Süßbauer(2021)

포장재 줄이기
(예, 대용량 구매, 과포장 회피, 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
줄이기, 매장에 포장재 두고 오기)

폐기물 원천 차단
(예, 포장 없이 진열된 제품 구매, 제로웨이스트샵, 생산
자 직거래, 로컬푸드, 다회용기 이용)

직접 제품 생산하기 (예, 잼 만들기, 텃밭가꾸기)
포장재 재사용
지역 공동체 기반 식품 획득
(예, 공동체농업, 음식 나눔)
소비 절제 (예, 수돗물 마시기, 음식 포장 절제)

모든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은 ‘포장재 폐기물 방지’와 관

련된 것이었다(Gillilan 외, 1996; Elgaaïed-Gambier, 2016; EPA, 2020;

Klug and Niemand, 2021; Wenzel and Süßbauer, 2021). 이러한 행동에

는 포장재가 없는 제품, 과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포장재가

발생하더라도 거부하고 매장에 돌려주는 행동, 일회용 포장재 대신 다회

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행동, 그리고 잠재적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리

필 가능한 품목을 구매하는 행동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제시된 행동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행동으로, Klug과

Niemand(2021), Wenzel과 Süßbauer(2021)가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비자가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 벌

크(대량판매)상점, 벼룩시장, 농산물시장, 제로웨이스트샵, 생산자직거래

등 특정 매장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행동 등이 있다. 이인영과 주영진

(2018)은 매장의 분위기나 환경은 소비자의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친환경 마케팅에서도 매장이 중요한 받침대로 인식되며, 효과적인

친환경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채널로서의 매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매장을 방문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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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사이클링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는 매장 방문을 통

해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한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행동은 ‘플라스틱 대체’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

나 종이로 대체하는 행동이 포함된다(EPA, 2020; Wenzel and Süßbauer,

2021). ‘포장재 폐기물 방지’가 원료에 상관없이 포장재 폐기물이라면 가

급적 차단하고자 하는 행동이지만 ‘플라스틱 대체’는 폐기물이 발생하더

라도 플라스틱 대신 다른 원료로 생산된 것을 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라스틱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이유는 크게 환경적 측면과 경

제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다른 원료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

로 크기 때문이다. 김병규(2021)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

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지는데, 자연 속에서 분해되기 위해 비닐봉지는 10

년, 빨대는 200년, 페트병은 45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플

라스틱은 한 번 버려지면 자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일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잘게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

스틱이 된다면 해양 동물들이 섭취하게 되어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김병규, 2021). 그 다음, 플라스틱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활용 시장에서 플라스틱의 가치가 낮다는 경제적 측면에 있다.

현재 국내 민간 재활용업체는 폐비닐이나 혼합플라스틱 수거의 적자를

폐지와 폐의류 수거의 수익으로 보충하는 수익 구조를 띠고 있다(홍수

열, 2018).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일명

‘쓰레기대란’)는 당시 국제적인 폐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 폐지가격이 폭

락하자 재활용업체가 적자 품목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만큼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작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같은

폐기물일지라도 혼합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상품가치가 낮아 재활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플라스틱 대신 종이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프리사이클링 행동 경향

을 발견하여 각각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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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대체’로 명명하였고 이를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타 행동들 중 본 연구가 정의한 프리사이

클링 개념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하위차원 분류 시 고려 대상에서 배

제되었다. 예컨대 ‘직접 제품 생산’, ‘지역 커뮤니티 농업 참여’, ‘음식 나

눔’은 소비행동이라기 보다는 생산 활동, 공동체 활동에 가까워 배제하였

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제품 구매’, ‘로컬푸드 구매’, ‘유기농 제품 구

매’ 등은 폐기물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는 프리사이클링과 들어맞는 행

동인지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제품 재사용’, ‘제품 생애주기

연장’, ‘DIY를 통한 수리’ 등은 소비자가 구매 시 수행하는 행동이 아니

라 사용 또는 처분 단계에서 시도하는 행동이므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으

로 고려하지 않았다.

3.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

현재까지 이루어진 프리사이클링 관련 연구는 적은 수에 불과하며, 이러

한 연구들 대부분이 프리사이클링 개념을 정립하거나 프리사이클링 자체의

특성을 탐구한 것이었고, 일부 연구만이 관련 변수들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실천하는 프리사이클링 행동의 역동을 설명하고 있다(Elgaaïed-Gambier,

2016; Klug and Niemand, 2021; Wenzel and Süßbauer, 2021).

Elgaaïed-Gambier(2016), Klug과 Niemand(2021)는 개인 단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태도나 가치관을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Wenzel과 Süßbauer(2021)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비자를 상정하여 이들이 사회적 정체성, 효능감, 주관

적 규범 등에 영향을 받아 프리사이클링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의 [표 2-5]는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이며,

다음에서는 각각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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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연구자 프리사이클링의 영향요인 종속변수

Elgaaïed
-Gambier
(2016)

- 환경에 대한 우려
- 실용적 태도
- 쾌락적 태도
- 과포장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신념
: 가격이 낮고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환경에 좋을 것이다, 내용물을 덜 보호할
것이다

과포장된 식품에
대한 인지

Klug and
Niemand
(2021)

- 소비자 독립성(consumer independence)
- 친환경 지향(environmetal orientation)
- 물질주의(materialism)
- 자발적 단순성(voluntary simplicity)

프리사이클링

Wenzel and
Süßbauer
(2021)

- 소속된 집단과 프리사이클링의 연관성
(내집단 인식)
- 집단적 효능감 신뢰
- 내집단의 규범 및 목표

프리사이클링

먼저, Elgaaïed-Gambier(2016)는 과포장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를 분석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우려’, ‘실용적 태도’(가치있다고 느끼는 정

도), ‘쾌락적 태도’(즐겁다고 느끼는 정도), ‘과포장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신념’(“가격이 낮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환경에 좋을 것이다”,

“내용물을 덜 보호하고 이동이 어려울 것이다”), ‘과포장되지 않은 제품

선택 행동’ 등의 5가지 기준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지

지, 자기희생, 비방(detractor), 무관심, 자기중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

음으로 Klug과 Niemand(2021)는 소비자 독립성, 친환경 지향, 자발적 단

순성이 프리사이클링 행동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물질주의는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정의한 소비자 독립성

은 준거집단의 규범과 상관없이 사회적 영향력에 반응하는 고정된 경향

성을, 자발적 단순성은 반소비주의(anti-consumption)의 일환으로 소비

수준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Klug and

Niemand, 2021). 마지막으로 Wenzel과 Süßbauer(2021)는 분석틀로 친환

경행동의 사회적 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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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nvironmental Action; SIMPEA)을 채택하여 소비자의 프리사이클

링 행동이 ‘사회적 정체성 처리과정(social identity processes)’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사회적 정체성 처리과정

은 내집단 인식(ingroup identification), 집단효능감 신념(collective

efficacy beliefs), 내집단 규범 및 목표(ingroup norms and goals) 등으

로 구성되며, 이러한 처리과정에 프리사이클링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맨 처음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내

집단)의 정체성을 프리사이클링에 관여하는 집단으로 지각하고, 자신 또

한 프리사이클링과 상관이 있다고 여긴다. 이후 내집단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획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집

단적 효능감 신념’을 갖추는 동시에 내집단의 ‘규범 및 목표’가 프리사이

클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프리사이클링의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는 환경에 대한 의식, 소비자의 가치관, 편익 또는 비용에 대한 평

가, 준거집단, 주관적 규범, 효능감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의 영향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을 고려하는 소비의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던 인구통계학적 특성, 태도, 인

프라인식 등이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또한 태도 변수 중에서 가치성향은 ‘편의지향’, ‘경제적 지향’, ‘윤리적

가치관’, ‘성실절약 성향’, ‘익사회적 성향’, ‘소비자 독립성’, ‘자발적 단순

성’ 등 연구자마다 자의적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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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현행 폐기물 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 프리사이클링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프리사이클링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

고 있으며 그 수준에 영ㅇ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양상을

알아보고, 포장재 감축과 관련된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을 구성하

고자 하였다. 또한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수준을 알아보

고, 이들 세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세 변

수를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프리사이클링의 측정문항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1-1.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통해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가?

1-2.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행동은 어떤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1-3. 소비자의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행동과 인프라인식 수준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소비자의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태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2-2.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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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에 따라 소비자는

어떻게 유형화되며, 유형 간 차이는 어떠한가?

3-1. 포장재 관련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에 따라 소비자

는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2-2. 소비자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대상

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프리사이클링 행동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

탕으로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을 확정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리사이클링 관련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프리사이클링 수준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설문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 2]에서 밝히고자 한 프

리사이클링 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고자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들을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1 한국소비자학회 석∙박사 논문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

아 작성되었다.

1. 내용분석

1) 분석 대상의 선정

2017년 현재 유튜브의 월간 순 방문자 수는 10억 명에 달하고, 분당

3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며, 매일 3천만 명의 방문자가 50억 개

에 달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B금융지주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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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7). KT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

(NPR)’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57.4%가 유튜브를 활용해 온

라인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튜브는 ‘채널’과 ‘재생목

록’ 기능을 통해 키워드 관련 정보를 쉽게 모아볼 수 있고, 검색 결과를

조회 수, 구독자 수 등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소비자의 주요한 정보채널로 자리매김한 유튜브에 게재된 프리사이클

링 실천 사례 관련 영상들에서 내용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유튜브 사이트 내 검색과 소셜 블레이드(social

blade)의 순위를 근거로 선정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한 소셜 블레이드는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바탕으

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영상 조회 수 등의 통계를 제공하고, 이러

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와 등급을 매기는 사이

트이다. 아래의 [표 3-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 대상 선정 과

정을 정리한 것이며, 다음에서는 분석대상 선정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

술하였다.

[표 3-1] 내용분석 대상 선정의 과정

내용분석 단계 날짜 및 비고

1
유튜브 검색엔진 검색
키워드 : ‘프리사이클링’, ‘폐기물’, ‘제로웨이스트’, ‘플라
스틱’, ‘친환경’

2021.07.12.
시크릿모드
이용

2
검색 결과를 조회 수 순으로 정렬
조회 수 1만 회 기준으로 영상 선별

3 2의 선별 영상이 게재된 채널 목록 작성

4
채널들 중 프리사이클링과 연관성 낮은 채널 또는 재생
목록 분석대상에서 제외

5 추출된 채널들의 소셜블레이드 순위 및 등급 확인

6
브이로그 채널에서 상위 3개, 뉴스/다큐 채널에서 2개
선정

7 영상 시청 (총 96개)
2021.07.22.
∼ 2021.07.25.

8 코딩



- 35 -

먼저, 유튜브 검색엔진에서 ‘프리사이클링’, ‘폐기물’,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친환경’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후, 조회 수 순으로 해당 검색

결과를 정렬하였다. 유튜브 검색은 이용자의 기본 신상정보와 영상 시청

기록을 반영해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데, 검색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러한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쿠키 기록을 배제하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을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노출된 영상자료만을 분석 대상에 포

함하기 위해, 조회 수 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에서 조회 수 1만 회 이

상인 영상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영상이 게재된 채널을 대상 목록에 포

함하되, 프리사이클링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게재된 영상 중에서 소수만

프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채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개의

채널에서 프리사이클링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프

리사이클링 관련 영상이 있는 ‘재생목록’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선별된 채널(또는 재생목록)은 크게 개인적인 실천

을 다루는 브이로그(v-log)5) 채널과 사회 담론을 소개하는 뉴스/다큐 채

널로 나뉘었다. 최종적으로 소셜 블레이드에서 이 채널들의 등급과 순위

를 확인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했는데, 브이로그 채널에서는 ‘하미마미’,

‘어느덧오늘’, ‘쓰레기왕국’을, 뉴스/다큐 채널에서는 ‘스브스뉴스’, ‘프란’을

채택하여 총 5개 채널이 분석 대상에 해당되었다.

브이로그 채널의 경우, ‘하미마미’는 세계적 인기를 얻어 구독자 148

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채택한 채널들 중 소셜 블레이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어느덧오늘’은 구독자 수는 2.39만 명으로 많지 않

지만, 제로웨이스트 관련 영상의 최소 조회 수가 39만 회이고, 평균 조회

수는 1만 회를 넘기 때문에 소셜 블레이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쓰레

기왕국’의 영상들은 조회 수가 기본 1만 회를 상회하고, 특히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가 일회용품 없이 포장음식을 먹는 ‘용기내 프로젝트’ 체험기가

조회 수 166만 회를 돌파할 만큼 인기가 있어, 높은 소셜 블레이드 점수

를 기록하였다.

5) Video(영상)와 Log(기록)를 합친 합성어로, 영상으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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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브이로그 채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하미마미’와 ‘어느덧오

늘’은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가꾸는 주부의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두 채

널 모두 얼굴이나 말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제3자가 일상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연출된 화면과 함께 자막으로 내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

이다. 따라서 이들 두 채널의 경우에는 자막 텍스트 위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비해, ‘쓰레기왕국’은 두 명의 대학생이 실생활에서 비

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체험기나 관련 제품 추천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영상, 음성, 자막 모두 다양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정보만을 분석하기보다 영상에서 소개된 실천행동, 제품, 매장, 브랜드

등을 정리하는 데 내용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뉴스/다큐 채널의 경우, 폐기물 문제를 심화시키는 시장 구조를 지적

하고,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다큐 채널 영상의 소재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뉴스/다큐

채널은 프리사이클링 관련 영상의 비중이 적거나 프리사이클링 관련 재

생목록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스브스뉴스’와 ‘프

란’만이 목록에 남게 되어, 이들 두 채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스브스뉴스’는 SBS디지털뉴스랩에 속한 모바일 스토리텔링 소셜 미디어

팀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프란’도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두 채널 모두 레거시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 모델이라는 공통점

이 있었다. 스브스뉴스와 프란 모두 MZ세대를 위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뉴스를 제작하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지만,

모회사의 파급력 덕분에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많으므로 소셜 블레이드

순위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위해 열람한 영상은 총 96개이며, 각 채널별로

분석한 영상의 수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분석 영상의 세부 목록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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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채널별 소셜 블레이드 순위 및 선정된 영상의 수

채널유형 채널명
소셜 블레이드 기준
유튜브 등급 및 순위

선정된 영상
(개수)

브이로그
하미마미 B 69,644th 10
어느덧오늘 B 410,211th 13
쓰레기왕국 B- 529,016th 22

뉴스/다큐
스브스뉴스 B+ 10,831st 37
프란 B- 507,448th 14

총합 96

[그림 3-1] 채널별 영상 썸네일(thumbnail) 예시

2) 내용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여정성 등(2012)과 김지수(2019)를 참고하여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연구자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총 96개의 영상을 시청하면

서 발견되는 프리사이클링 사례를 모두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프리사이

클링을 ‘소비자가 설계, 제조, 구매, 사용, 처분 과정 중에 포장을 포함한

제품 또는 물질이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양을 줄이기 위

해 구매의사결정 시 시도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므로, 기업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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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설계, 제조)뿐 아니라 소비의 전(全) 단계(구매, 사용, 처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구매 결정 시에 소비자가 수행하는 행

동을 프리사이클링 사례로 선별하였다. 이때 ‘사례’라 함은 소비자가 폐

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그리

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구매 시 특정 업체나 매장을 선택하는 행

동 등이 포함된다.

자료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선별한 사례들을 2장에서 도출한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 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으

나, 3가지 하위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하위차원(‘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제품 폐기물 방지’) 2개를 추가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2.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리사이클링은 MZ세대에서 주로 관찰되는

소비 행태이므로, 20～40대의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뉘어 총

2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예비조사는 구글 폼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작

성한 후 링크를 공유하는 편의표본 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021년 8

월 18일∼2021년 9월 4일에 걸쳐 총 88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해 본 조사에 사용

하였으며, 본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https://embrain.com)’에 인터넷

설문을 의뢰해 2021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532부의 설

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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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의 조사도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

고,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

프라인식과 프리사이클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

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조사대상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문제 1]에서

도출한 프리사이클링 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실천하는 내용으로 변환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29개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사례를 제시한

후, 각 사례마다 행동수준(“귀하께서는 (제시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

습니까?”)과 인프라인식 수준(“이런 상품/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

까?”)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한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관련 문항의 세

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로 기술하였다.

(2) 프리사이클링 태도

편익태도와 비용감수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황은애와 이경아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녹색소비역량지표 중 태도 측정 문항을, 효능

감은 측정하기 위해서는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소비

자 효능감(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문항을 가져왔다. 또한 친

환경성태도는 황은애와 이경아(2010)의 ‘친환경성 관련 태도’와 Kim 등

(2012)의 ‘Environmental Concern’의 공통 문항(“환경보호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만큼 중요하다”)을 사용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였고,

총 5개의 문항으로 해당 요인을 구성하였다. 황은애와 이경아(2010),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녹색생활’, ‘물, 전기, 가스 절약’,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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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포괄적인 용어는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폐기

물 문제’, ‘프리사이클링’ 등으로 변경하였다.

태도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태도를, 평균값

이 3점 미만이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프리사이클링

태도 문항과 하위차원별 신뢰도 및 평균값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프리사이클링 태도 측정문항

하위
차원

측정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친환경성
태도

환경보호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만큼 중요하다

4 .699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

폐기물 문제의 영향력은 걱정하기엔 먼 미래의 일이다

인류는 곧 환경적 재앙을 겪을 것이다

편익태도

프리사이클링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3 .714프리사이클링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프리사이클링은 사회∙환경적으로 유용하다

비용감수
태도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돈을 더 지불
할 의사가 있다

4 .752

프리사이클링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프리사이클링을 위해 지금보다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
은 싫다

프리사이클링 실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
가 있다

효능감

개인 소비자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5 .715

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다른 소비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한다

한 명의 행동이 환경오염이나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개인 소비자들의 행동은 폐기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개인 소비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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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각의 단계별로 다음과 같

은 분석기법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개발된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

인식∙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프리사이클링 태도와 인프라인식, 행동 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프리사이클링 태도 및 인프라인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

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수준에 따른 소비자 유

형을 분류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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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를 같은 비율로 할당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61명(49.1%), 여자가 271명(50.9%)이었

고, 혼인상태는 미혼이 310(58.3%), 기혼(이혼, 사별 포함)이 222명

(41.7%)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7명

(3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월평균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이 169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26명(23.7%)이었다. 최종학력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77명(89.7%), 고졸 이하인 응답자

는 55명(10.3%)이었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서울특

별시와 6대 광역시) 거주자가 292명(54.9%)이었고, 중소도시(시 단위 및

군 단위)에 거주한다는 응답자는 45.1%인 240명이었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61( 49.1)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 원 미만 56( 10.5)

여성 271( 50.9) 200만 원～300만 원 126( 23.7)

연령

만20-29세 176( 33.1) 300만 원～400만 원 94( 17.7)

만30-39세 178( 33.5) 400만 원～500만 원 87( 16.4)

만40-49세 178( 33.5) 500만 원 이상 169( 31.8)

혼인
상태

미혼 310( 58.3) 거주
지역

대도시 292( 54.9)

기혼 222( 41.7) 중소도시 240( 45.1)

가구원
수

1명 117( 22.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5( 10.3)

2명 73( 13.7) 전문대졸 이상 477( 89.7)

3명 155( 29.1)
계 532(100.0)

4명 이상 187(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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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프리사이클링 행동 분석

1.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대한 유튜브 내용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유튜

브 채널 영상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리사이

클링의 각 하위차원에 해당되는 프리사이클링 행동 사례를 기록하였다.

앞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은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플라스틱 대체 등으로 총 3가지였으

나, 유튜브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한 프리사이클링 행동 사례 중에서 이

들 3가지 하위차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추가로 발견한 사례들을 분류해 보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과 ‘제품 폐기물 방지’ 등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의 경우, 유튜브 영상에

서 분리배출이 어렵게 제작된 제품에 대한 지적,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에 대한 조언, 새로운 분리배출 제도에 대한 홍보, 폐기물 선별 및 수거

업체의 현실 등의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들이었다. 이는 2018년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그간 묵과되어 왔던 잘못된 분리배

출 관행이 각종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적된 것으로, 하위차원 도출을 위

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모두 국외 문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재생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폐기물의 발생

을 방지하므로 프리사이클링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을 프리사

이클링의 하위차원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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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품 폐기물 차단’ 행동은 포장재가 아닌 상품 자체로 발생하

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으로, 업사이클링 상품 구매, 다회 이용이 가능한

천연소재 상품 구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 도출

시 참고한 선행연구들이 ‘포장재’ 폐기물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어서 상품

자체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행동 역시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으

로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하위차원에 추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하위차원에 속하는 행동 외에도 기존 하위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행동 사례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프리

사이클링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소비 절제 등은

반소비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배제하였고, 재사용, 기증, 교환, 리폼

등은 구매 시 행동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에 앞장서

는 기업을 선택하는 바이콧도 폐기물 문제에 국한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

에 제외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삭제된 행동 사례들은 다음 [표 4-1]의

‘삭제된 사례’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고찰과 유튜브 내용분석을 통해, 프리사이클링 행

동의 5가지 하위차원을 확정하였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제

품 폐기물 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아래의 [표 4-1] 참조).

[표 4-1]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프리사이클링 구체적 행동 사례

하위
차원 구분

구체적 행동
총
사례
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라벨이 잘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을 구매한다

9

비닐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포장된 제품을 구매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부품(예, 펌프)으로 구성된 상품을 구매
하지 않는다
단일소재제품을 구매한다
재활용 품질이 높은 원료로 제작된 제품을 구매한다
무색(無色)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매한다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 확인하
고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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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프리사이클링 구체적 행동 사례(표 계속)

(이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 확인하
고 구매한다

9
자사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브랜
드를 선택한다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작은 포
장재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대체

플라스틱보다 종이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16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플라스틱보다 유리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플라스틱보다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비누, 고체샴푸, 고체린스, 고체치약, 고체세제를 구매
한다
플라스틱보다 나무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플라스틱 대신 천연소재로 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선
택한다
천연수세미, 천연섬유 타월 등을 구매한다
대나무칫솔, 옥수수칫솔 등 플라스틱 대체 칫솔을 구매
한다
옥수수전분 치실 등 대안 치실을 구매한다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허니랩, 실리콘 덮개, 면
덮개, 실리콘 지퍼백 등을 구매한다
섬유유연제를 구매하지 않거나 양모볼 등을 구매한다
소프넛을 구매한다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재활용플라스틱과 같은 재생원료로 포장된 제품을 구
매한다
스테인리스∙실리콘∙종이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 빨대
를 구매한다

포장재
폐기물
방지

수돗물을 마신다

15

과대포장된 상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다

개별포장된 상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구매할 때 이미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제품을
회피한다
구매할 때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납한다
택배 배송 시 완충재 및 포장재가 적은 제품∙브랜드
를 선택한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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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프리사이클링 구체적 행동 사례(표 계속)

(이어서)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에서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다

15

다회용기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 등을 사
용한다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리필 가능한 상품을 구입한다
개별포장 없이 쌓아두고 판매하는 시장이나 매장을 이
용한다
대용량(벌크) 매장에서 구매한다

매장 및
브랜드
선택

제로웨이스트샵에서 구매한다

6

생산자 직거래를 이용한다
용기나 포장재를 직접 수거하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브랜드를
선택한다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브랜드를
선택한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인 제품을 선택한다

제품
폐기물
방지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다회용 수건∙행주∙천을 구매한
다

12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다(푸드 리퍼브)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 기저귀를 구매한다
식당의 마감 전 남은 음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서비스
를 이용한다(예, 라스트오더, 투굿투고)
티백 차 대신 잎차를 구매하거나 스테인리스, 소창 등
으로 만든 티백을 구매한다
종이필터 대신 삼베, 스테인리스로 만든 커피필터를 구
매한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한다
숙박시설 일회용 어메니티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구성이 좋거나 사용기간이 긴 제품을 선택한다
다회용 화장솜을 구매한다
다회용 생리대를 구매한다
제품 구매 시 중고거래 또는 빈티지를 활용한다

삭제된
사례

포장재를 재사용한다

8

음식 배달을 절제한다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상품은 사지 않는다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리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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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프리사이클링 구체적 행동 사례(표 계속)

(이어서)
삭제된
사례

직접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구성하고 지인들에게 선물
한다 8
기증하거나 교환한다

2.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 개발

본 연구는 포장재 감축에 관한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유튜브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프리사이클링 사례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장재 감축을 중심으로 프리사이클링 행

동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배

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의 비중은 35%에

달해 포장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

히 용기나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매년 배

출량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더 가팔

라져,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김병규, 2021).

둘째, 프리사이클링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개별 소비

자에게 주어진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 실천의 용이성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으므로, 행동 수준과 인프라인식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서는 측정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문제

의 핵심인 포장재6)에 한정하여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을 구성하였

기 때문에, 포장재와의 연관성이 부족한 하위차원인 ‘제품 폐기물 방지’

관련 부분은 측정문항 개발 시에 배제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모든 사례들을 수집하고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측정

6) 여기서의 ‘포장재’는 용기, 라벨, 케이스 등 제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포장재뿐

아니라 수저, 빨대처럼 제품 이용에 필요한 도구, 배송에 필요한 보냉백, 택배상

자, 쇼핑백 등, 제품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완충재나 아이스팩 등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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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구성할 때는 보다 큰 차원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사례들은 하나

로 통합하였다.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고체

샴푸, 고체치약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일부 소비자만 이용하고 있는

소프넛, 양모볼 등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만 응답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어, 이들 사례들을 제외하였으며,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인 경우에도 해당 사례를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29

개 중 15개)의 경우, 해당 문항에 언급된 제품이나 매장 등에 대한 응답

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자 관련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에 제

시한 [표 4-2]∼[표 4-5]는 각 하위차원별 구체적인 제시문의 구성 과정

을 기술한 것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행동 측정문항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각 행동에 대한 인프라인식은 “이런 상품/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 행동별 행동수준은 “귀하께서는 ∼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프리사이클

링 태도와 마찬가지로 행동 수준, 인프라인식 모두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3

점 이상이면 인프라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행동은 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았으며 평균값이 3점 미만이면 인프라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석하였다.

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관련 문항

소비자에게서 수거해 온 재활용 폐기물은 선별장에서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재질에 따라 선별되는데, 폐기물이 작아 사람 손으로 빠르게

잡아내기 어렵거나 다른 재질이 섞여 있어 추가적인 분리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 가치가 있어도 선별되지 못하고 소각되게 된다(홍수열,

2020). 이처럼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배출할 때부터 재질에 따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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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분리가 힘들게

제조되어 소비자가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리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지거나 처음부터 분

리할 필요가 없도록 단일 소재로 제작된 경우 등을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의 행동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과정은 아래

의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

문항
번호

구체적 행동 구성 과정

1 라벨이 잘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을 구매한다
2 비닐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포장된 제품을 구매한다 1번과 통합

3
재활용이 어려운 부품(예, 펌프)으로 구성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부정어 수정

4 단일소재제품을 구매한다 문장 보완

5 재활용 품질이 높은 원료로 제작된 제품을 구매한다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삭제
6 무색(無色)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매한다

7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 확인
하고 구매한다

이미지 추가

8
자사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브
랜드를 선택한다

문장 보완

9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작은
포장재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언급 횟수(1회)
가 적어 삭제

각각의 문항별 구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 문항의 경우

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진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1번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돼, 좀 더 일반적인 포장재 ‘라벨’을 다룬 1번 문

항에 통합하였다. 3번 문항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부정어로 서술된 문장

을 긍정어로 수정하였고, 9번 문항은 내용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채널 중에서 ‘프란’에서만 1회 언급되었기 때문에 삭제 처리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에서 무색 플라스틱, 우유팩 등 시장 가치가 높은 재

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분리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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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과 함께 재활용 품질 관련 문항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활용 품질 관련 문항으로 5, 6번

을 추가하였으나, 5번 문항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삭제하였다.

⑵ 플라스틱 대체 관련 문항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대신 이용되는 원료로는 종이, 스

테인리스, 유리, 생분해수지 등이 있었는데, 이들 원료들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 시 시장 가치가 더 높거나, 내구

도가 높아 재사용되기 좋거나, 소립∙매각 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샴푸, 세제, 치약, 섬유유연제 등이 주로 플라스

틱 통에 액체 형태로 포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회피하고자 고체로 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프넛, 양모볼 등으로 대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의 [표 4-3] 참조).

[표 4-3] ‘플라스틱 대체’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

문항
번호

구체적 행동 구성 과정

1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2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3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유리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4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생분해수지 : 특정 온도의 땅에 매립되면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재료)

설명 및 이미지
추가

5 고체샴푸, 고체치약, 고체세제 등을 구매한다
고체린스 및
비누 삭제
이미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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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플라스틱 대체’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표 계속)

6 플라스틱보다 나무로 된 포장재 또는 제품을 선택한다

관련 시장 규모
가 작아 삭제

7
플라스틱 대신 천연소재로 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선택한다

8 천연수세미, 천연섬유 타월 등을 구매한다

9
대나무칫솔, 옥수수칫솔 등 플라스틱 대체 칫솔을
사용한다

10 옥수수전분 치실 등 대안 치실을 구매한다

11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실리콘 덮개,
면 덮개 등을 이용한다.

허니랩 및
실리콘지퍼백
삭제, 사진 추가

12 섬유유연제를 구매하지 않거나 양모볼 등을 구매한다 관련 시장 규모
가 작아 삭제13 소프넛을 구매한다

14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예 : SAP가 들어가지 않고 물로만 제작된 아이스팩)

설명 및 이미지
추가

15
재활용플라스틱과 같은 재생원료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한다 (재생원료 :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제공되는 원료
물질)

설명 및 이미지
추가

16
스테인리스∙실리콘∙종이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
빨대를 구매한다

1∼4번으로
대체

위에서 제시된 행동 문항 중 생분해 수지, 친환경 아이스팩7)은 소비

자들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항목들이나, 용어만을 들었을 때

는 낯설 수 있으므로, 관련 사진과 설명을 추가하였다. 6∼10번 문항의

경우, 관련 시장의 규모가 작아 일부 소비자만이 해당 제품들을 접할 가

능성이 있어 삭제하였고, 11번 예시 중 허니랩, 실리콘 지퍼백과 12번 문

항의 양모볼, 13번 문항의 소프넛 등은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쉽게 접하

는 품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7) 기존 아이스팩의 주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이다. SAP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0조 제7항에 의거하여 2022년 이후 출고 및 수입분부터 1kg 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환경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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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포장재 폐기물 방지 관련 문항

‘포장재 폐기물 방지’ 관련 문항은 구매 단계부터 포장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행동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구성 과정은 아래의 [표

4-4]와 같다. 먼저 2번 문항은 불필요한 포장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3

번 문항과 유사해 삭제하였고, 3번 문항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부정어로

서술되어 긍정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행동은 8～10번의 총 3문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한다”는 문장은 소비자가 구매 시 실천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를 좁혀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다.

[표 4-4] ‘포장재 폐기물 방지’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

문항
번호

구체적 행동 구성 과정

1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대신 수돗물이나
정수기로 물을 마신다

2 과대포장된 상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다
3번과 비슷하
여 삭제

3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한다 부정어 수정
4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8, 9,10에 통합

5
구매할 때 이미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제품을 회피한다

14에 통합

6 구매할 때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납한다

7
택배 배송 시 완충재 및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이미지 추가

8
판매자에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줄 것을 요
청한다

구매 맥락으로
수정

9
판매자에게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다

이미지 추가

10
다회용기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11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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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포장재 폐기물 방지’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표 계속)

12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리필스테이션: 제품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큼, 리필용 용기
에 충전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판매방식)

설명 및
이미지 추가

13 리필 가능한 상품을 구입한다

14

별도 포장 없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시장이나 벌크
매대를 이용한다. (벌크 매대 : 포장되지 않은 채 대량
전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무게를 재고 구매할
수 있는 매대)

설명 보완,
이미지 추가

15 대용량(벌크) 매장에서 구매한다 14번에 통합

⑷ 매장 및 브랜드 선택 관련 문항

본 연구에서 ‘매장 및 브랜드 선택’은 소비자가 구매 시 프리사이클링

과 연관성이 높은 매장을 방문하거나 프리사이클링의 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

한 매장 및 브랜드 선택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은 아래의 [표 4-5]에 제

시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 또는 브랜

드를 선택한다”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브랜드를

선택한다”를 통합하여 4번 문항을 구성하였고, 6번 문항의 경우 일반 소

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으로 판단해 삭제하였다.

[표 4-5] ‘매장 및 브랜드 선택’ 행동 관련 문항의 구성 과정
문항
번호

구체적 행동 구성 과정

1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한다
설명 및
이미지 추가

2 생산자 직거래를 이용한다
3 용기나 포장재를 직접 수거하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이미지 추가

4
쓰레기 발생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5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브랜드를 선택한다

4번에 통합

6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인 제품을
선택한다

일반 소비자가
고려하기
어려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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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 검증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

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표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⑴ 측정문항의 질적 타당도 검증

선행연구 고찰과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프리사이클링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소비자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을 대상으

로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틀은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었으나, 전문적이고 낯선 내용은 좀 더 쉬운 용어로 풀

어쓰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응답의 피로도를 고려해 문항 수를 줄일 것

을 제안 받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표면타당도 검증은 일반 소비자 8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

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 마지막에 해당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요

청하여 총 32명의 응답자에게 표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에 대한 응

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설문지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한 경우(“답

변 예시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등)와 함께 개별 문항에 대한 피드백

(“이런 상품/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상품 구매가

아닌 소비자 행동에서도 제기되어 응답하기 어려웠다”, “분리배출하기

쉬운 상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 등)이 있었고,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환경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모르는 사항이 많아

반성이 됐다” 등)을 피력한 응답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타당도와 표면타당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다

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개별 문항의 예시 이미지를 교체하거나 추

가하였다. 예컨대 “분리배출이 쉽게 만들어진 상품”의 경우 자사 제품이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졌음을 홍보하는 광고 이미지를 추가

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자발적 실천으로 이뤄지는 행동 5개([표 4-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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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 16, 18번 참고)에 대해서는 인프라인식(“이런 상품/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수준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⑵ 측정문항의 통계적 검증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문항들

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한 Cronbach’s α 값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아

래의 [표 4-6]과 같다.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별 행동 및 인프라인식의

Cronbach’s α 값은 0.67∼0.861로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4-6]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 문항의 신뢰도 검정

하위
차원

문항
번호

문항
행동
수준의

Cronbach’s α

인프라
인식의

Cronbach’s α

올바른
분리
배출

1
라벨이 잘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
을 구매한다

0.852 0.699

2 분리배출이 쉽게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한다

3
여러 재질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단일소재제품을 구매한다

4
무색(無色)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매한다

5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
급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6
자사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매장
및
브랜드
선택

7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한다
(제로웨이스트샵 : 포장폐기물 등 폐기물 발
생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을 지향하는 상점)

0.834 0.7488 생산자 직거래를 이용한다

9
용기나 포장재를 직접 수거하는 브랜드
를 선택한다

10
쓰레기 발생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하는 매장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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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 문항의 신뢰도 검정(표 계속)

포장재
폐기물
방지

11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대신 수돗물이
나 정수기로 물을 마신다

0.827 0.670

12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하지 않은 상품
을 구입한다

13
구매할 때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
납한다

14
택배 배송 시 완충재 및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15
판매자에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에 담
아줄 것을 요청한다

16
판매자에게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다

17
다회용기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
하는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18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 등을 사용한다

19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리필스테이션: 제품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
큼, 리필용 용기에 충전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판매방식

20 리필 가능한 상품을 구입한다

21

별도 포장 없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시장
이나 벌크 매대를 이용한다
(벌크 매대 : 포장되지 않은 채 대량 전시되
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무게를 재고
구매할 수 있는 매대)

플라스틱
대체

22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재
를 선택한다

0.861 0.781

23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스테인리스 등 금
속으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24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유리로 된 포장재
를 선택한다

25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생분해 수지
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생분해수지 : 특정 온도의 땅에 매립되면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재료)

26
고체샴푸, 고체치약, 고체세제 등을 이용
한다

27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실리콘
덮개, 면 덮개 등을 이용한다



- 57 -

[표 4-6]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 문항의 신뢰도 검정(표 계속)

(이어서)
플라스틱
대체

28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
택한다
(예 : SAP가 들어가지 않고 물로만 제작된
아이스팩) 0.861 0.781

29

재활용플라스틱과 같은 재생원료로 포장
된 제품을 구매한다
(재생원료 :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제공되는
원료물질)

4.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

앞에서 기술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측정문항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프

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 4-7]

과 같다.

[표 4-7] 하위차원별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

구분 평균(표준편차)

프리사이클링 행동 2.86(0.68)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상품 선택 3.10(0.79)

플라스틱 대체 2.84(0.77)

포장재 폐기물 방지 2.88(0.66)

매장 및 브랜드 선택 2.49(0.89)

인프라인식 2.65(0.54)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상품 선택 2.86(0.64)

플라스틱 대체 2.67(0.63)

포장재 폐기물 방지 2.66(0.61)

매장 및 브랜드 선택 2.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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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하위차원별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상품 선택’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포장재 폐기물 방지가 2.88점, ‘플

라스틱 대체’가 2.84점, 매장 및 브랜드 선택이 2.49점 순으로 나타났으

며, 프리사이클링 행동 전체의 평균 2.86점이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

한 상품 선택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의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

나,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프리사이클링 인프라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하위차원별

평균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상품 선택’이 2.86점, ‘플라스틱 대체’가

2.67점, ‘포장재 폐기물 방지’가 2.66점, ‘매장 및 브랜드 선택’이 2.27점이

었으며, 전체 인프라인식 수준은 평균 2.65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위차

원의 인프라인식 수준이 3점 미만이라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소비자들

이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실천하기에는 주변에서 관련 상품이나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리사이클링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문항별로

행동 수준과 인프라인식 수준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8] 세부문항별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

세부문항
평균(SD)

행동
인프라
인식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다
2.00
(1.11)

1.7
(0.87)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한다
2.16
(1.07)

1.94
(.917)

판매자에게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
줄 것을 요청한다

2.18
(1.03)

-

고체샴푸, 고체치약, 고체세제 등을 이용한다
2.37
(1.09)

2.53
(1.02)

용기나 포장재를 직접 수거하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2.38
(1.10)

2.14
(0.99)

생산자 직거래를 이용한다
2.51
(1.06)

2.4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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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세부문항별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표 계속)

다회용기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2.53
(0.99)

2.39
(0.90)

재활용플라스틱과 같은 재생원료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한다

2.55
(1.03)

2.30
(0.90)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2.57
(1.00)

2.51
(0.98)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 확인
하고 구매한다

2.71
(1.10)

3.09
(1.06)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유리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2.71
(1.01)

2.72
(0.99)

별도 포장 없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시장이나 벌크매
대를 이용한다

2.72
(1.10)

2.66
(1.12)

판매자에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줄 것을 요
청한다

2.76
(1.17)

-

택배 배송 시 완충재 및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선택
한다

2.79
(1.08)

2.63
(1.02)

폐기물 발생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하는 매장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2.89
(1.13)

2.55
(0.99)

자사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브
랜드를 선택한다

2.91
(1.09)

2.62
(0.96)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 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한다
2.92
(1.00)

3.18
(1.06)

구매할 때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납한다
2.98
(1.12)

-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3.02
(1.17)

2.70
(1.10)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
를 선택한다

3.05
(1.10)

2.52
(0.99)

여러 재질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단일소재제품을 구
매한다

3.08
(1.00)

3.03
(1.16)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실리콘 덮개, 면 덮개
등을 이용한다

3.21
(1.15)

3.05
(1.08)

무색(無色)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매한다
3.22
(1.01)

2.88
(0.94)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3.24
(1.04)

3.04
(0.96)

분리배출이 쉽게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한다
3.29
(1.02)

2.77
(0.99)

라벨이 잘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을 구매한다
3.38
(1.03)

2.79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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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세부문항별 프리사이클링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표 계속)

리필 가능한 상품을 구입한다
3.47
(1.03)

3.37
(1.00)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대신 수돗물이나 정수기로
물을 마신다

3.48
(1.31)

-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 등을
사용한다

3.89
(1.04)

-

[그림 4-1] 세부문항별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 비교

첫째, 위의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은

인프라인식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3개 문항을 제외한 대

부분의 문항에서 인프라인식 수준보다 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프라인식을 측정하지 않은 5개 문항 간 행동 수준의

격차가 컸다는 것이다. 즉,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

백 등을 사용한다(3.89점)”와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대신 수돗물이나

정수기로 물을 마신다(3.48점)”는 전체 사례 중에서 행동 수준이 가장 높

았던 반면, “구매할 때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납한다(2.98점)”, “판

매자에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다(2.76점)”는 평균

3점 미만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이들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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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판매자에게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

청한다(2.18점)”는 전체 측정 항목 중에서 하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행

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5개 문항의 경우, 시장에서 대

안을 제시해줄 필요 없이 소비자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하는 행동이기 때

문에 인프라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별로

행동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론해보았

다. 먼저, 그동안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장바구니, 텀블러 등을 소지할

필요가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에 비

해 텀블러는 이동, 세척 등의 문제가 있어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이나 정수기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플라스틱 생수병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해당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포장재를 거절하

거나, 직접 가져간 다회용기에 포장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판매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소비자들이 번거롭게 느껴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의지에 따

라 실천하는 위 5개 행동 사례 사이에서 행동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인프라인식과 행동의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각 행동사례

의 분포를 2(인프라인식: 긍정/부정)x2(행동 수준: 행동/비행동) 교차 그

래프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총 29개의 프리사이클링 행동사례들 중 13개 문항(약 45%)은 인프라

인식 수준도 부정적이고, 행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인식

과 행동 수준 모두 긍정적인 문항도 있었으나 전체 문항 중 4개 문항(약

14%)에 불과하였다(“여러 재질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단일소재제품을 구

매한다”,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실리콘 덮개, 면 덮개 등을 이

용한다”,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재를 선택한다”, “리필 가

능한 상품을 구입한다” 등). 이러한 4개 문항의 인프라인식과 행동 수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단일소재제품, 밀폐용기, 종이로 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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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 리필 가능한 상품 모두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선택

했다기보다는 가정과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림 4-2] 세부문항별 행동 및 인프라인식 수준 분포

세부문항 중에서 인프라인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2가지(약 7%)로,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

를 선택한다” 등의 ‘플라스틱 대체’ 행동이었다. 이 두 사례에서 인프라

인식 수준보다 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것은, 소비자가 친환경 아이스

팩을 제공하는 업체,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를 접하기 쉽지 않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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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인프라인식은 긍정적이었

던 행동 사례로는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한

다”,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의 2가지(약 7%)가 있었다. 이 중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하지 않은

상품’ 문항의 경우, 소비자들이 과포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크지 않거나

Elgaaïed-Gambier(2016)가 설명했듯이 개별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품질,

내용물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인식해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재활용 마크’ 문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품에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인프라인식이 긍정적이었을 것

으로 보이지만, 소비자가 재활용마크를 통해 제품의 재활용 품질을 따지

기에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제품에 표시된 재활용 마크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재활용 마

크가 재질 중심 표기여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

록 배출방법 중심 표기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재활용마크는 “깨끗이 씻

어서”, “이물질 없애서”, “내용물 비워서” 등의 문구와 함께 기재되어 이

해하기 쉬워지고, 기존 마크보다 크기도 4mm 커져 가시성이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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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 간 관계

1.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태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은

데, 친환경성태도가 4.03점, 편익태도가 3.73점, 효능감이 3.72점, 비용감

수태도가 3.39점 순으로 높았고, 전체 프리사이클링 태도의 평균 3.72점

으로 나타나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즉 소

비자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내면화하고 있었고, 프리사이클링이 가

져다주는 편익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프리사이클링을 위해 기꺼이 비

용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 개인의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도 높은 편이었다.

[표 4-9]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

구분 평균(표준편차)

프리사이클링 태도 3.72(0.59)

친환경성태도 4.03(0.67)

편익태도 3.73(0.72)

비용감수태도 3.39(0.74)
효능감 3.72(0.66)

태도의 하위차원별 수준을 비교해보면, 친환경성 태도는 4점이 넘는

데 반해, 비용감수 태도는 ‘그저 그렇다’인 3점에 더 가까운 3.39점이었는

데,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비용을 감수할 용의가 그만큼 높지는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인프라인식 및 행동 수준 결과와 종합해서 살

펴보면, 소비자들의 프리사이클링 태도는 긍정적이나, 프리사이클링을 실

천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프리

사이클링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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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도-행동의 불일치는 민현선∙이기춘(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2. 프리사이클링 행동∙태도 및 인프라인식 간 관계

프리사이클링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인프라인식과 행동 수준은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프리사이클링 행동∙태도 및 인프라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4-10]에 제시된 것처럼, 프리사이클링 행동과 태도, 행동과 인프라인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프리사

이클링 태도나 인프라인식이 높아진다면 행동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0] 프리사이클링 행동∙태도 및 인프라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행동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1.000 .409** .550**

태도 1.000 .033

인프라인식 1.000

*p<.05 **p<.01 ***p<.001

다음의 [표 4-11]은 각 하위차원별 행동 수준과 인프라인식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상관계수의 범위가 0.427∼0.676으로 나타났음

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인프라인식 수준

이 높을수록 해당 하위차원의 행동 수준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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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별 행동 수준과 인프라인식 간

상관관계 분석

인프라인식
행동

올바른
분리배출

포장재
폐기물 방지

플라스틱
대체

매장 및
브랜드 선택

올바른 분리배출 .427*** .305*** .388*** .386***

포장재 폐기물 방지 .311*** .488*** .450*** .501***

플라스틱 대체 .318*** .363*** .535*** .483***

매장 및 브랜드 선택 .268*** .422*** .401*** .676***

*p<.05 **p<.01 ***p<.001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별로 소비자의 행동 수준과 인프라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프리사이클링 인프라인식 수준에 따라

행동 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예측변수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태도, 인프

라인식,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거주지역,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을 종속변

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와 같다.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F=35.346, p<0.001), 설명력은 약 45.7%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0.47

3～0.947로 0.1을 초과하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49～2.113으로 10 미

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 또한 2.04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 인프라

인식, 연령대(40대=1), 혼인상태(기혼=1) 등이었다. 즉, 20대에 비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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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혼에 비해 미혼인 경우에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높았고, 프리

사이클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인프라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수준

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신이 처한 프리사이클링 관련 인프라가 좋다고 느낄수록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더 많이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인프

라인식 수준(β= .520)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을 높이려면 태도 변화를 위한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리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하

는 인프라 확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 B β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 .441 .387***

프리사이클링 인프라인식 수준 .650 .524***

성별(여성=1) .028 .021
연령(30대=1) .073 .051

연령(40대=1) .152 .106*

혼인상태(기혼=1) -.150 -.109*

거주지역(대도시=1) -.002 -.002

학력(전문대졸 이상=1) -.022 -.010

월평균 소득(200만원 미만=1) -.138 -.063

월평균 소득(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1) -.053 -.033
월평균 소득(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 -.010 -.006
월평균 소득(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1) .002 .001

가구원 수 .008 .015

상수 -.503

수정된 R² 0.457
F비 35.346***

*p<.05 **p<.01 ***p<.001

*기준: 성별(남자), 연령(20대), 혼인상태(미혼), 거주지역(중소도시),

학력(고졸 이하), 월평균 소득(500만 원 이상)

[표 4-12]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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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1.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분류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따라 소비자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프리사이클링 태도, 행동, 인프라인식 수준을 분류 기준으로

하는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어떤 대상

이 사전에 한 군집으로 묶였더라도 새로운 군집 시작점에 더 가까우면

다시 새로운 군집으로 할당되어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연구자가 직접 군

집의 수를 지정하여 군집결과를 바탕으로 군집의 수를 변경하면서 가장

적절한 군집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유형의 분류 방

법으로 채택하였다. 적절한 군집 수를 찾기 위해, 군집의 수를 변경하며

분석을 시행한 결과, 4개 군집으로 나눌 경우 특정 군집에 표본이 쏠리

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개 군집으로 나눴을 때는 분류 기준으로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이분되었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3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추출된 3개 군집의 분류 기준이었던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이 군집별

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세 변

수 모두에서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Welch 검정을 실시하

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ne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와

행동 수준은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프라인식의

경우에는 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데 비해, 불

일치 집단과 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다음의 [표 4-1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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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대한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표준편차) (Welch) F값

태도

상 집단(b) 148 3.90(0.47)

261.817***
불일치 집단(c) 194 4.11(0.34)

하 집단(a) 190 3.18(0.46)

전체 532 3.72(0.59)

인프라인식

상 집단(b) 148 3.20(0.47)

153.909***
불일치 집단(a) 194 2.47(0.33)

하 집단(a) 190 2.40(0.46)

전체 532 2.65(0.54)

행동

상 집단(c) 148 3.61(0.45)

339.152***
불일치 집단(b) 194 2.85(0.39)

하 집단(a) 190 2.30(0.46)

전체 532 2.86(0.68)
*p<.05 **p<.01 ***p<.001

이러한 특성변인의 분포를 고려해, 3개 군집을 각각 불일치 집단, 상

집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하 집단(n=190)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의 태도 수준은 3.18점, 인프라인식 수준은 2.40점, 행동 수준은 2.30

점으로, 이는 3개 군집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즉,

하 집단에 속한 소비자는 프리사이클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가장 낮았고, 인프라인식 수준이 부정적이

어서 행동도 가장 적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 집단(n=148)의 태도 수준은 3.90점, 인프라인식 수준은

3.20점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들의 태도 점수는 3개 군집 중에서 두 번째

로 해당했지만, 인프라인식 수준은 가장 높았고 행동 수준 또한 3.61점으

로 3개 군집 중에서 유일하게 3점을 초과한 집단이어서,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편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일치집단(n=194)의 경우에는 태도 수준이 3.90점으로,

3개 군집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행동 수준은 2.85점으로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편에 속했다. 이러한 태도-행동의 불일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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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낮은 인프라인식 수준(2.47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들

은 가장 높은 프리사이클링 태도를 지녔으나, 인프라인식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덜 실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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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형별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의 차이

유형별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

림 4-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행동

수준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일치 집단의 경우처럼

태도 수준이 높아도 인프라인식 수준이 낮으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태도와 함께 인프라인식 수준도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

프리사이클링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4]에 제시하였다.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최종학력,

혼인상태, 연령대, 가구원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거주지역,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3개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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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유형의 차이 분석

구분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에 따른 소비자 유형

χ2상 집단 불일치 집단 하 집단 전체

n(%) n(%) n(%) n(%)

성별
남성 70( 26.8) 76( 29.1) 115( 44.1) 261(100.0)

17.765***
여성 78( 28.8) 118( 43.5) 75( 27.7) 271(100.0)

연령

20대 54( 30.7) 57( 32.4) 65( 36.9) 176(100.0)

6.00430대 41( 23.0) 66( 37.1) 71( 39.9) 178(100.0)

40대 53( 29.8) 71( 39.9) 54( 30.3) 178(100.0)

거주
지역

대
도시

93( 31.8) 94( 32.2) 105( 36.0) 292(100.0)
7.032*

중소
도시

55( 22.9) 100( 41.7) 85( 35.4) 240(100.0)

혼인
상태

미혼 87( 28.1) 102( 32.9) 121( 39.0) 310(100.0)
4.892

기혼 61( 27.5) 92( 41.4) 69( 31.1) 222(10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2( 21.8) 16( 29.1) 27( 49.1) 55(100.0)

4.782전문
대졸
이상

136( 28.5) 178( 37.3) 163( 34.2) 477(100.0)

월
평균
소득

200
미만

19( 33.9) 8( 14.3) 29( 51.8) 56(100.0)

18.384*

200
～300

33( 26.2) 42( 33.3) 51( 40.5) 126(100.0)

300
～400

28( 29.8) 36( 38.3) 30( 31.9) 94(100.0)

400
～500

23( 26.4) 35( 40.2) 29( 33.3) 87(100.0)

500
이상

45( 26.6) 73( 43.2) 51( 30.2) 169(100.0)

가구
원
수

1인 36( 30.8) 34( 29.1) 47( 40.2) 117(100.0)

6.070
2인 19( 26.0) 27( 37.0) 27( 37.0) 73(100.0)
3인 38( 24.5) 58( 37.4) 59( 38.1) 155(100.0)

4인
이상

55( 29.4) 75( 40.1) 57( 30.5) 187(100.0)

전체 148( 27.8) 194( 36.5) 190( 35.7) 532(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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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성별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단위 : %)

첫째, 소비자 유형별로 성별에 차이가 있었으며, 위의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불일치 집단과 하 집단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남성은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

우에는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여성은 불일치 집단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경우에는 태도보다는 인프라인식과 행동 수준의 향상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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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거주지역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단위 : %)

둘째, 거주지역의 경우, 위의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 거

주자는 하 집단에 가장 많이 속하지만 유형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는 불일치 집단과 상 집단의 분포에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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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불일치 집단의 경우에는 태도 수준은 높지만 인프라인식

수준은 낮은 특성을 갖는데, 중소도시 거주자 중에서 상 집단보다 불일

치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약 1.8배 높다는 사실은 프리사이클링 관련 인

프라를 중소도시에 더 많이 확충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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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월평균 소득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단위 : %)

셋째, 월평균 소득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위의 [그

림 4-6]과 같이,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하 집

단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은 불일치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을 나눴을 때, 저소

득 집단은 하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고소득 집단은 불일치 집단에 해당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집단의 경

우에는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수준 모두 낮은 하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 집단에 프리사이클링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고 해도 상 집단이

아닌 불일치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태도 수준보다 인프

라인식 수준이 낮아 행동 수준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

서, 소비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시장 전반의 인프라인식 수

준을 제고해야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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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폐기물 문제는 생산 단계에서의 자

원 남용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비판적인 수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자가 제공하는 시장 대

안이 곧 소비자의 선택지가 되는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폐기물 문

제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

기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프리사이클링 행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리사이클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그 영향요인

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고, 프리사이클링 행동 측정을 위한 척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

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국내 소비자의 프리사이

클링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와 프리사이클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프리사이클링의 개념을 규명하고, 프리사이클링 행동과 태도의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이때 프리사이클링은 “소비자가 설계, 제조, 구

매, 사용, 처분 과정 중에 포장을 포함한 제품 또는 물질이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구매의사결정 시 시도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프리사이클링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자 유튜브 내용분

석을 실시하였다. 총 96개의 영상에서 관련 사례를 수집한 뒤, 위에서 도

출한 프리사이클링 행동의 하위차원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기존 하위차

원에 속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하위차원

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리사이클링 행동의 하위차원을 ‘올

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드 선택’, ‘제품 폐기물 방지’ 등 총 5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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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들 하위차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분

리배출을 유도하는 상품 선택’은 소비자가 분리배출하기 쉽게 생산된 상

품이나 재활용 시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가공될 상품을 선택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플라스틱 대체’는 플라스틱 대신 다른 소재로 포장된 제

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말하고, 셋째, ‘포장재 폐기물 방지’는 포장재를 회

피하거나 다회용 포장재를 선택하여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넷째, ‘매장 및 브랜드 선택’은 소비자가 프리사이클링을 실천

할 수 있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행동이며, 마지막 다섯째,

‘제품 폐기물 방지’는 제품 자체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차단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후 유튜브 내용분석으로 수집한 행동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의 프리

사이클링 행동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소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상

당수가 포장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프리사이클링 영역 중에서 ‘포장

재 감축’ 관련 행동으로 한정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프

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 중에서 포장재와 연관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

도하는 제품 선택’,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 폐기물 방지’, ‘매장 및 브랜

드 선택’ 등의 4가지를 채택하고 ‘제품 폐기물 방지’는 측정문항 개발 시

배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 프리사이클링 측정문항을 활용

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수준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는 프리사이클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갖고 있었으나, 프리사이클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평가

는 부정적이어서, 실제 프리사이클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현선∙이기춘(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태

도-행동 불일치 현상이 프리사이클링에서도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만으로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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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

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태도, 인프라인식,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비

자는 프리사이클링 태도와 인프라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프리사이클링 행

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프라인식 수준의 영향력이

태도 수준보다 크게 나타나 행동 수준을 높이려면 태도 변화를 위한 소

비자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리사이클링을 용이하

게 하는 인프라 확충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리사이클링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변수를 투입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 하 집단, 불일치집단의 3개 군집으로 분류되

었다. 각 군집별 프리사이클링 제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면, 하 집단은 프

리사이클링 태도, 인프라인식, 행동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불일치

집단의 경우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은 가장 높았으나, 인프라인식 수준

이 하 집단만큼 낮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상 집단은 프리사이클링 태도 수준이 불일치 집단보다 낮았으나 인프라

인식 수준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

역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뿐 아

니라 프리사이클링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인프라인식 수준을 고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프리사이클링 소비자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거주지역,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하 집단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불일치 집단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상 집단보다 불일치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 집단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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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는 불일치 집단에 가장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 소비자와 소득이 적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프리

사이클링 태도∙인프라인식∙행동 전반에 걸쳐 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었고, 여성, 중소도시 거주자, 소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는

태도보다는 인프라인식과 행동 수준의 향상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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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앞 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촉진하여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1. 정책적∙실무적 제언

소비자는 소비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기물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주체로써,

프리사이클링 행동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프리사이클링 행

동을 실천하는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프리사이클링 행동 실천을 저

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 변수들이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리사이클링 태도와 인프라인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프리사이클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이

높아지므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성을 고취시키고 프리

사이클링 행동의 이점과 소비자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프

리사이클링 태도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이었던 비용감수태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접근이 필요한데,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비용감

수태도가 전체 태도 하위차원 중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소비자가 프리

사이클링의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태도”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기보다는 프리사이클링의 “편익”

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더라도 인프라가 미흡하

다고 인식할 경우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

소비자의 인프라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인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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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

가 지각하지 못하거나, 실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산

∙유통단계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것에 동의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인프라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산업계와 시장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양질의 프리사이클링 대안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프리사이클링

실천 행동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2. 후속연구에의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프리사이클링 관련 선행연구나 척도가 부족한 상황

에서 유튜브 내용분석을 토대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는데, 프리사이클링

개념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검증이 추가로 필요

하다. 프리사이클링의 경우, 인프라인식 또는 인프라에 따라 실천사항이

나 실천 수준이 크게 바뀔 수 있는데, ESG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변

하고 있고, 프리사이클링 관련 대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프리사이클링의 하위차원이나

세부문항을 조정해야만 연구의 시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폐기물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포장재’와

관련된 행동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프리사이클링 하위차원 중에서 제품

자체의 폐기물을 방지하는 행위인 ‘제품 폐기물 방지’는 배제되었다. 그

러나 폐기물 차단 또한 프리사이클링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제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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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방지를 위한 사례를 추가해 척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태도, 인프라인식,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

해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하여 프리

사이클링 행동을 촉진할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인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서 프리사이클링 상품이

나 업체를 찾기 쉬운지를 묻는 데 그쳤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프리사이

클링 상품의 가격이나 탐색비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정부의 정책과 기

업의 관행이 프리사이클링에 적합하다고 느끼는지 등에 대해서도 측정함

으로써 인프라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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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용분석 대상

채널 영상 제목

1

하미

마미

SUB)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ㅣ생활속 일회

용품 줄이는 법

2
SUB) 아이 있는 집, 일회용 폐기물 줄이는 작은 한 걸음

ㅣReduce waste with me

3
SUB) 헷갈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ㅣ평생쓰는 무쇠

팬 시즈닝

4
SUB) 일회용품 대신 사용하는 일상속 13가지 물건들ㅣ

제로웨이스트 루틴ㅣZerowaste Routine

5

SUB) 물 절약하는 색다른 방법, 빗물저금통ㅣ텃밭가꾸기

ㅣ생분해그릇 결과공개ㅣRainwater harvesting &

Gardening Tips

6
SUB) 신박한 제로웨이스트 용품들 10가지ㅣInteresting

products for zero waste

7
SUB) 버리지 않는 알뜰한 주방 살림법ㅣ간단 정리팁ㅣ

Organize kitchen with recycled items

8
SUB) 에코백 하나를 131번 쓰면 생기는 일ㅣ탄소 줄이

는 일상의 기술 �ㅣTips for sustainable life

9

SUB) 한옥에서 보낸 하루 � 일회용품 없이 떠난 힐링

여행ㅣZero Waste travel : A day at beautiful

traditional house

10

SUB) 여름 제로웨이스트 루틴ㅣ버려지는 일회용품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상ㅣTips for sustainable livingㅣ

Zero-waste routine in Summer

11

어느덧

오늘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새롭게 사용하는 10가지 살림템

생활용품
12 제로웨이스트 화장실 만들기 만능세제로 욕실 청소
13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제로웨이스트 도전기

14
다이소 살림 추천템, 친환경 재질의 제로웨이스트 가성비

주방용품 내돈내산

15
내가 더이상 텀블러를 사지 않는 이유, 천연세제로 쉽고

확실하게 텀블러 세척 연마제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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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수세미 종류별 장단점, 제로

웨이스트 살림템 사용기
17 제로웨이스트 키트, 사용해보고 직접 만들었어요

18
용기내 챌린지 일회용품 없이 배달음식 먹는 제로웨이스

트 일기
19 제로웨이스트 초보의 분리배출

20
주방 비누가 불편한 당신에게 추천하는 플라스틱 줄이는

친환경 살림템

21
새롭게 사용해본 친환경 제품들, 업사이클링과 재활용

(feat. 와디즈)
22 제로웨이스트 주부의 일상속 10가지 친환경 살림 습관

23
가볍게 남기고 돌아오는 제로웨이스트 여행, 일회용품 없

이 여행하기

24

폐기물

왕국

하드털이 쓰왕 브이로그� ㅣ온순이, 그제상점, 옥수수,

생일선물
25 다회용기 팝콘 포장 대소동�ㅣ폐기물왕국

26
안파카와 맹스터의 일상 VLOG 입문��♀ㅣ폐기물왕

국ㅣ당근마켓 거래ㅣ다회용기포장ㅣ대학생의 하루
27 샴푸바 처음 써본 강아지 반응�ㅣ폐기물왕국

28
[Eng] 플라스틱 없는 욕실 만들기�욕실용품 추천템 ㅣ

폐기물왕국

29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 VLOG �일찍 좀 올껄ㅠ!!�(feat.
9군데 용기사용�)ㅣ알맹상점 방문ㅣ폐기물왕국

30 플라스틱 없는 주방 만들기 주방용품 추천템ㅣ폐기물왕국

31
마 부산최초�제로웨이스트샵 있다아이가?!ㅣ천연제작소

ㅣ폐기물왕국

32
제로웨이스트 졸업선물� 브이로그 Feat. 친구들 반응� 
ㅣ폐기물왕국

33
수돗물은 그냥 마셔볼까�ㅣ수돗물 마시고 생긴 변화 6

가지ㅣ폐기물왕국

34

역대급 가성비 빈티지샵 로드무역 옷무덤에서 보물찾기

� 실제로 금목걸이 발견?! 패알못의 겨울 패션하울 16가

지ㅣ 폐기물왕국

35
�화알못이 리뷰하는 제로웨이스트 화장품 브랜드 7가지

ㅣ폐기물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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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0원 이하 가성비 다이소 제로웨이스트 추천템 구매팁

ㅣ 폐기물왕국

37
우당탕탕 3박 4일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ㅣ지구별가게,

서핑, 우도 전기차, 공방ㅣVLOGㅣ폐기물왕국
프라이탁부터 업사이클 브랜드♻ 4개 제품 리뷰ㅣ폐기물

왕국 Trash Kingdom
38

39

마르쉐에서 장보고, 요리하고, 여름파티� (Feat. 친구들
의 맛평가)ㅣ Marche@ Summer Partyㅣ폐기물왕국

Trash Kingdom

40

이거 다 기부하겠습니다�ㅣZero waste challengeㅣ제로

웨이스트 일주일 챌린지ㅣ폐기물 줄이는 방법 3가지ㅣ폐

기물왕국

41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재활용이 된다고?ㅣ빈티지 감성

깡패 필름카메라 리뷰�ㅣ필름로그ㅣ폐기물왕국

42

❄�아이스팩 제대로 버리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여기 모

여라ㅣ아이스팩 버리는법ㅣ어떻게 버릴까?ㅣ제로웨이스

트ㅣ폐기물ㅣ친환경 아이스팩ㅣ폐기물왕국

43

[VLOG] 소프넛 열매에서 거품이 나네?!�ㅣ제로웨이스

트 알맹 워크샵 2편ㅣ소프넛 올인원 물비누 만들기ㅣ폐

기물왕국ㅣ워크샵ㅣ원데이클래스ㅣ알맹@에코슬로우ㅣ친

환경세제

44
8000원 이하로 이케아에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로

웨이스트 추천템! + 폐기물왕국

45

제로웨이스트 카페, 보틀팩토리를 가보다!ㅣ연희동 | 미니

멀라이프 | 폐기물왕국 | Zero Waste | 텀블러 브이로그

_vlog

46

스브스

뉴스

운동도 운동인데 굿즈까지 이렇게 예쁠 일임?� / [네이

처돌이 EP.9] 스브스뉴스

47
버려지는 50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 활용법 / [뉴띵

EP.01] 스브스뉴스

48
[뉴띵EP.08] 쇼핑하지 않는 20대 옷장 최초공개 / 스브스

뉴스

49
[뉴띵 EP.17] 하다하다 먹는 비닐까지 개발한 쩝쩝박사

한국인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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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뉴띵 EP.21] 일본에서 잘 팔리는 한국 커피 벽돌 / 스브

스뉴스

51
[뉴띵 EP.22] 단단한 벽, 지붕, 계단 전부 '진짜 옷'으로

만든 집(우리나라에만 있음) / 스브스뉴스

52
[뉴띵 EP.23] "쿠션감 끝장에 방수기능까지!" 쇼핑몰에서

진짜 판매되는 과자봉지 파우치 / 스브스뉴스

53

빻다 빻다 플라스틱마저 빻는 수상한 방앗간이 폐기물

문제의 대안인 이유 (feat.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 스브스뉴스

54
즉석밥 용기, 분리수거 표시 있는데 왜 재활용 안

됨?(feat.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스브스뉴스

55

깨끗한 폐플라스틱 구하기 힘들어 외국에서 수입하던 회

사가 '국산' 업사이클링 의류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

스브스뉴스

56

테이크아웃 커피 컵 재활용 안 된다"...우리가 무심코 버

린 폐기물들의 종착지 (feat.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스브스뉴스

57
어머니, 저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겁니

다� / 스브스뉴스
58

'마스크 재활용' 안 하길래 내가 직접 해봤다 (+열풍기로

마스크 녹이는 장면) / 스브스뉴스
59 안녕하세요 껌인데요, 죄송합니다 / 스브스뉴스
60 일회용 카메라 평생 쓰는 법 / 스브스뉴스

61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쓴다... 발명왕이 만든 역대급 화

장품 용기 / 스브스뉴스

62
한국산 스팸에만 있는 '노란 뚜껑'. 먹다 남은 거 보관용

으로 쓰면 안 된다고? / 스브스뉴스

63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수상한 방앗간. 플라스틱까지 빻아

버린다고? / 스브스뉴스

64
편의점 VS 대형마트, 1+1 행사상품에 나오는 폐기물 이

래도 돼? / 스브스뉴스

65
정말 레이저로 과일에 라벨 새겨보는 궁극의 친환경 영

상 / 스브스뉴스

66
장 볼 때 마다 생기는 플라스틱 폐기물, 혁신적으로 줄이

는 방법★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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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배달 폐기물 줄이려고 플라스틱 안 쓰는 식당 / 스브스뉴스
68 한정판 명품 된 천연 수세미 / 스브스뉴스

69
버려지는 바나나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대박난 가게 직접

가 봄 /스브스뉴스

70
밖에 나가기 무서워서 택배 시켰다가 폐기물에 압사당할

뻔함;; /스브스뉴스

71
내가 버린 페트병이 '뽀글이'로 돌아오는 기적;; 재활용

플리스, 퀄리티는 괜찮을까? /스브스뉴스
72 농산물 13억 톤이 이렇게 버려진다 / 스브스뉴스

73
한 번 그으면 여러 색깔이 나온다! 지구를 구하는 친환경

크레파스 두둥장 / 스브스뉴스
74 일회용품 절대 안 쓰는 카페에서 포장하는 법 / 스브스뉴스
75 100일 동안 폐기물 무게 잰 청주 시민들 / 스브스뉴스

76
누가 요즘 귀찮게 텀블러 들고 다니나요?! '이거' 쓰지 /

스브스뉴스

77
텀블러 사지 마세요, 카페에 양보하세요...★ 다회용컵 대

여해주는 카페들 / 스브스뉴스
78 2021년 패션계 씹어먹을 컴퓨터가 떠준 니트 /스브스뉴스

79
집에 쌓여있는 일회용 수저, 포크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

이유 / [네이처돌이EP.4] 스브스뉴스

80
떡볶이 처돌이 주목!! 폐기물 없이 즐기는 방법 / [네이처

돌이 EP.7] 스브스뉴스

81
폐기 비용만 3억인 '이것'으로 나만의 지갑 만들기♥ /

[네이처돌이 EP.8] 스브스뉴스

82
판매보다 공병수거에 더 진심인 화장품 매장?!-화장품 공

병으로 만든 굿즈 / 스브스뉴스

83

프란

화장품 90% 이상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Ep.1 화장품

용기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

84

치약, 케첩…튜브형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 폐

기물 사지 않을 권리 Ep.2 튜브형 용기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85
카스타드, 생생우동, 홈런볼…플라스틱 트레이, 꼭 필요한

걸까? Ep.3 플라스틱 트레이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86
배달 음식 (용기),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Ep.4 배달 음

식 용기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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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커피 한잔할래요?� 근데 이 컵 재활용 안 되는 거 알아

요? Ep.5 일회용 플라스틱컵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88
초콜릿은 6개, 포장폐기물은 14개??� � � Ep.6 기념일
용 초콜릿∙사탕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89
왜 우리가 비닐 폐기물을 사야 하나요? Ep.7 재포장 금

지법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0
코팅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Ep.8 코팅 종이 | [제

로웨이스트 실험실]

91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은 없다? - 폐기물 사지 않을 권리

Ep.9 장난감 포장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2
'플라스틱 덩어리' 아이스팩,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 
Ep.10 아이스팩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3
'친환경 절취선 라벨'은 친환경이 아니다 Ep.11 '페트병

절취선 라벨'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4
과다한 음주는 '환경'을 해칩니다? Ep.12 '숙취해소제 이

중뚜껑'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5
'저탄소'라고 더 비싸게 샀는데?? 저탄소 농산물의 비밀

Ep.13 '친환경 농산물 포장' |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96 내 이름은 ㅇㅎㅂ, 나는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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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비자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제품을� 살� 때�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프리

사이클링)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본�설문조사는�자발적으로�참여�의사를�밝힌� 분에�한해�시행될�것입니다.� 귀하

께서는� 언제든지� 참여� 도중에� 응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만일� 응답하시던� 중�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

고� 싶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설문� 페이지의� 중단� 버튼을� 눌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답변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

적으로만�사용될�것입니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는� 분은� 설문조사� 시작� 버튼을� 눌러� 설문에� 참여해주

시기�바랍니다.

설문에�응해주셔서�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소비자학과�석사과정�허민영

(02-880-5702,� odaip@snu.ac.kr)

<설문을�시작하기�전에>

1. 본� 설문조사에서� ‘프리사이클링’은� 제품을� 살� 때부터�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는� 행

동,� 또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포장재를� 이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자면�다음과�같습니다.

1)� 분리배출하기�쉽게�라벨이�없는�생수나�무색�페트병을�선택

2)� 금속�스프링�없는�펌프,� 재생�플라스틱�용기로�포장된�바디워시�구매

3)� 식당이나�마트에서�일회용품을�거절하고�다회용기에�포장해줄�것을�요청

4)� 플라스틱�빨대� 대신�종이,� 실리콘,� 옥수수전분,� 스테인리스,� 유리�등� 대체� 소재로�

만든�빨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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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설문조사에서� ‘포장재’는� 용기,� 라벨,� 케이스� 등� 제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포장

재뿐만� 아니라� 수저,� 빨대처럼� 제품� 이용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배송에� 필요한�

보냉백,� 택배상자,� 쇼핑백�등과�완충재,� 아이스팩까지�모두�포괄합니다.

SQ.�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접� 적어주세요.� � � *20∼40대까지� 각� 33.3%�

동일�비율

� � 만� (� � � � � )세

문1. 다음은� 프리사이클링�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제시된� 행동이� 귀하의� 생활모습
과�얼마나�일치하는지�표시해주십시오.

5점�만점

1

라벨이�잘�떨어지거나�라벨이�없는�제품을�구매한다.

1-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2
귀하께서는� 라벨이� 잘� 떨어지거나� 라벨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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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이�쉽게�만들어진�상품을�구매한다.

2-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2
귀하께서는� 분리배출이� 쉽게� 만들어진�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있습니까?
1-2-3-4-5

3

여러�재질로�포장된�제품보다는�단일소재제품을�구매한다.

3-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3-2
귀하께서는� 여러� 재질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단일소재제

품을�구매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4

무색(無⾊)� 플라스틱�용기에�든� 제품을�구매한다.

4-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4-2
귀하께서는� 무색(無⾊)�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제품을� 구매

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5

재활용�마크에�표기된�재질,� 재활용�등급*� 등을�확인하고�구매한다.

*재활용마크�예시� :�

5-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5-2
귀하께서는� 재활용� 마크에� 표기된� 재질,� 재활용� 등급�

등을�확인하고�구매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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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라스틱,� 비닐보다는�종이로�된� 포장재를�선택한다.

6-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6-2
귀하께서는�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종이로� 된� 포장재를�

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7

플라스틱,� 비닐보다는�유리로�된� 포장재를�선택한다.

7-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있습니까? 1-2-3-4-5

7-2
귀하께서는�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유리로� 된� 포장재를�

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8

플라스틱,� 비닐보다는�스테인리스�등� 금속으로�된� 포장재를�선택한다.

8-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8-2
귀하께서는�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된� 포장재를�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9

일반�플라스틱,� 비닐보다는�생분해�수지*로�된� 포장재를�선택한다.

*생분해수지� :� 특정� 온도의� 땅에� 매립되면�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재료

9-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9-2
귀하께서는� 일반� 플라스틱,� 비닐보다는� 생분해� 수지로� 된�

포장재를�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10

랩이나�지퍼백�대신�밀폐용기,� 실리콘�덮개,� 면� 덮개�등을�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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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0-2
귀하께서는� 랩이나� 지퍼백� 대신� 밀폐용기,� 실리콘� 덮개,�

면� 덮개�등을�이용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11

리필�가능한�상품을�구입한다.

11-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1-2
귀하께서는� 리필� 가능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2-3-4-5

12

고체샴푸,� 고체치약,� 고체세제�등을�구매한다.

12-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2-2
귀하께서는� 고체샴푸,� 고체치약,� 고체세제� 등을� 구매하는�

경향이�있습니까?
1-2-3-4-5

13

재활용플라스틱과� 같은� 재생원료*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한다.�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제공되는�원료물질

13-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3-2
귀하께서는� 재생원료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2-3-4-5

14

플라스틱병에�담긴�생수�대신�수돗물이나�정수기로�물을�마신다.

귀하께서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대신� 수돗물이나� 정수기로�

물을�마시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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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포장�안에�다시�개별포장하지�않은�상품을�구입한다.

15-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5-2
귀하께서는� 포장� 안에� 다시� 개별포장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16

구매할�때�포장재를�거절하거나�다시�반납한다.

귀하께서는� 포장재를� 거절하거나� 다시�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2-3-4-5

17

택배�배송�시� 완충재�및� 포장재가�적은�제품을�선택한다.

17-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17-2
귀하께서는� 택배� 배송� 시� 완충재� 및�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18

판매자에게�일회용컵�대신� 텀블러에�담아줄� 것을�요청한다.

귀하께서는�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

경향이�있습니까?
1-2-3-4-5

19

판매자에게�일회용기�대신� 직접�가져간�용기에�담아줄�것을�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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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일회용기� 대신�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0

다회용기로�포장하거나�포장재를�재사용하는�업체에서�상품을�구매한다.

20-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0-2
귀하께서는� 다회용기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업체에서�상품을�구매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1

일회용�포장재�대신�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등을�사용한다.

귀하께서는�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장바구니,� 네트망,�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2

리필�스테이션*을�이용한다.

*리필스테이션:� 제품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큼,� 리필용� 용기에� 충전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판매방식

22-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2-2 귀하께서는�리필�스테이션을�이용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3

별도�포장�없이�쌓아놓고�판매하는�시장이나�벌크�매대*를�이용한다.

*벌크매대� :� 포장되지� 않은� 채� 대량� 전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무게를� 재고� 구매할�

수�있는�매대

23-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3-2
귀하께서는� 별도� 포장� 없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시장이나�

벌크�매대를�이용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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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산자�직거래를�이용한다.

24-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4-2 귀하께서는�생산자�직거래를�이용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5

용기나�포장재를�직접�수거하는�브랜드를�선택한다.

25-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5-2
귀하께서는� 용기나� 포장재를� 직접� 수거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6

제로웨이스트샵*을�이용한다.

*포장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상점

26-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6-2
귀하께서는�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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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은� 프리사이클링�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표시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프리사이클링�태도 5점�만점

1 환경보호는�나와�가족의�건강이나�행복만큼�중요하다. 1-2-3-4-5

2 상품의�생산-유통-소비�전� 과정에서� 폐기물�감축이�필요하다. 1-2-3-4-5

3 폐기물�문제의�영향력은�걱정하기엔�먼� 미래의�일이다. 1-2-3-4-5

4 인류는�곧� 환경적� 재앙을�겪을�것이다. 1-2-3-4-5

27

폐기물� 발생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 또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27-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7-2

귀하께서는� 폐기물� 발생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 또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1-2-3-4-5

28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예:� SAP가� 들어가지� 않고� 물로만�

제작된�아이스팩

28-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8-2
귀하께서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29

자사�제품의�분리배출�방법을�상세하게�명시하는�브랜드를�선택한다.

29-1 이런�상품/업체를�쉽게�찾을�수� 있습니까? 1-2-3-4-5

29-2
귀하께서는� 자사� 제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는�브랜드를�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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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은�귀하의�인구통계학적�특성에�대한�문항입니다.

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①�남성�②� 여성

2)� 귀하의�혼인상태는�어떠합니까?

①�미혼�②� 기혼� ③� 이혼�④� 사별

3)�귀하의�현재�거주지역은�어디입니까?� � �

� ①�서울특별시 � � � � � � � � � ②� 6대�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

�③�시�단위�중소도시� � � � � � � � � � � ④�군�단위

4)� 귀하의�최종학력은�무엇입니까?

①�중졸�이하(중퇴� 및� 재학�포함)� ②� 고졸�이하(중퇴� 및� 재학�포함)

5 프리사이클링은�나에게�경제적으로�도움이�된다. 1-2-3-4-5

6
프리사이클링을�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

다.
1-2-3-4-5

7 프리사이클링은�사회∙환경적으로�유용하다. 1-2-3-4-5

8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1-2-3-4-5

9
프리사이클링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1-2-3-4-5

10 프리사이클링을�위해�지금보다�생활이�불편해지는�것은�싫다. 1-2-3-4-5

11 프리사이클링�실천을�위해�나의�구매습관을�바꿀�용의가�있다. 1-2-3-4-5

12
개인� 소비자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시간� 낭비

다.
1-2-3-4-5

13
나는�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다른�소비자에�얼마나�영향을�미칠지�생각한다.
1-2-3-4-5

14
한� 명의� 행동이� 환경오염이나�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

문에�내가�무엇을� 하든지�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다.
1-2-3-4-5

15
개개인� 소비자들의� 행동은� 폐기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1-2-3-4-5

16 환경문제는�개인�소비자의�일상에�영향을�미친다.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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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졸,� 전문대졸(중퇴�및� 재학�포함)� ④� 대학원졸�이상

5)� 귀하의�가구에�함께�거주하는�사람은�몇� 명입니까?

� � (응답자�포함,� 실제�거주하고�있는�가구원�수.� 1인� 가구일�경우� 1명으로� 응답)

6)� 귀하께서�속하신� 가계의�월� 평균�소득액에�해당하는�응답을�선택해주십시오.

①� 200만원�미만� � ②�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③�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 ④�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⑤� 500만원�이상

� � � � � � � -� 끝� -

구분 가구원�수

1)� 성인�가구원 � � � � � � � � � � � 명

2)� 만� 18세� 미만�가구원 � � � � � � � � � � � 명

� � � � � 만� 16∼18세(고등학생) � � � � � � � � � � � 명

� � � � � 만� 13∼15세(중학생)� � � � � � � � � � � � 명

� � � � � 만� 7∼12세(초등학생) � � � � � � � � � � � 명

� � � � � 미취학�아동 � � � � � � � � � � � 명

� � � 총� 가구원�수� [� 1)� +� 2)� ] � � � � � � � �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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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Precycling Behavior

: Focused on Packaging Reduction

Minyoung Huh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aste problem that threatens sustainability is caused by resource

abuse of manufacturers and consumers’ uncritical acceptance on such

practice. As current capacity to accommodate wastes is reaching its

limit, it has begun to discuss waste reduction that prevent waste

from being generated beyond the management of already discharged

wastes. As a result, consumers also started to conduct precycling by

purchasing products that generate less waste or are easy to recycle

and by selecting relevant retailor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research that has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precycling or verified the determinants of

precycling, and precycling behavior measure is also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ceptualize precycling, develop

measuring questions of precycling behavior, examine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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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ycling of consumers in Korea and verify determinants of

precycling.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of

precycling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collected precycling

behavioral cases based on YouTube content analysis, and then

derived sub-dimensions of precycling behavior. As a result, a total of

five sub-dimensions of precycling were confirmed: "Purchase of

products inducing proper recycle," "Plastic replacement," "Prevention

of packaging waste," "Selection of stores or brands," and "Prevention

of product waste.“

Since most of the waste that consumers discharge is packaging

material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measuring questions of

precycling behavior focusing on 'Packaging Reduction'. Accordingly,

the measuring questions of precycling behavior related to packaging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precycling behavioral cases collected

by Youtube content analysis. Usi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online surveys of 532 consumers and then validated the

proposed questions qualitatively and statistically. In this surve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ecycling attitudes,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precycling behavioral level were measured. Also,

this study conducted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precycling behavior and a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precycling types of consumers. The results and conclusions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on consumers' precycling attitudes,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precycling behavioral levels

showed that consumer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precycling, but

negatively evaluat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tended not to

perform precycling. As the attitude-behavioral gap shown in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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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was also observed in precycling, it suggested that in order to

solve the waste problem, it should not only foster consumer attitudes

but also promote actual levels of behavio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infrastructure and raise

awareness of it by increasing alternatives related to precycling.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recycling attitude and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egree of precycling behavior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infrastructure was the greate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sumers in their 40s performed

more than those in their 20s and unmarried consumers practiced more

than married. This result suggests that individual consumer’s attitude

toward precycling is important in precycling behavior, though, the

precycling infrastructure surrounding consumers should also be

supported.

Third,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with precycling attitudes,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precycling behavior classified

consumers into ‘High’, ‘Low’, and ‘Inconsistent’ groups. Among them,

the Inconsistent group showed a tendency not to conduct precycling

due to the low pre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despite the highest

precycling attitude among the three groups. Meanwhile, the High

group had a highest precycling behavioral level in spite of lower

precycling attitude than the Inconsistent group because perceived

infrastructure of the High group was the most positive among the

three groups. From this result, it was inferred that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precycling attitude should be

simultaneously promoted so as not to increase the number of

Inconsist group which has a high attitude level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precycl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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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result of cross-analys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consumer groups

showed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gender,

residential area, and monthly average income. Male consumers and

low-income consumers should raise the level of overall precycling

variables ― attitude, perceived infrastructure, and behavior ― but

female, small-sized city residents, and high-income consumers need

to focus more on infrastructure and actual behavior than attitud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on policy

and practical affairs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the precycling attitude is, the higher the

level of precycling behavior is, so it is necessary to raise consumers’

attitude toward precycling through consumer education. However, as

for the ‘Cost-taking attitude’, which was the most negative among

the precycling attitudes, policies lowering the “cost” of precycling

should be pursued together rather than just promoting the "attitude".

Second, even if the precycling attitude is positive, consumers'

perceived infrastructure should not be overlooked because the level of

precycling behavior decreases if consumers feel that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As it is pointed out that manufacturers are generating

unnecessary waste in large quantities, the construction of precycling

infrastructure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inspire perceived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 industry and the market should

strengthen consumer sovereignty over precycling by providing

consumers with more quality precycling alternatives.

Based on th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 on the further study

as follows.

First,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precycling behavior scale of

consumers should be added. In particular, since precycling-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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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market, subsequent studies

should maintain timeliness by adjusting the sub-dimensional or

detailed items of precycling to reflect the market situation.

First,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consumer's precycling behavior

measuring questions should be added. Since precycling-related

alternative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market, subsequent studies

should bring up to date measuring questions by adjusting the

sub-dimension or detail items to reflect the market situation.

Second, the precycling sub-dimension named 'Prevention of

product waste' was excluded in this study when constructing

measuring questions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Packaging

Reduction', though, in the further stud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easurement items by adding this. It will be possible to include

all sub-dimensions of precycling by analyzing a specific product

category such as 'food' or 'household goods'.

Third, this study concluded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recycling

attitude, perceived precycling infrastructure,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precycling behavioral levels. However, it will be able to explore

more variables that affect precycling behavio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frastructure, further studies would be able to measure not

only accessibility to precycling alternatives but also cost recognition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keywords : Precycling, Waste, Sustainability, Zero-waste, Gree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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