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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인규범,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이
환경친화제품구매·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Social, Personal Norms and Perceived
Importance of Consequences of Behaviors on ProEnvironmental Product Purchase and Recycling Behaviors

구동모(경상북도 투자유치 전문위원)
PEARLKOO@chollian.net

본 연구는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Schwartz 가 제기한
규범이론에 관한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규범이론의 핵심은 사회규범을 개인의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규
범이론에 따르면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과 같은 이타적 행동은 사람들이 일종의 추
상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동의하는 도덕적 행동에 관한 사회규범으로 시작된다. 그러
나 사회규범은 행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소원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규범
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적응되어 개인규범이 된다. 사회규범은 사회적
구조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반면 개인규범은 강력하게 내면화 된 도덕적 태도가 된다. 개
인이 규범을 내면화 했지만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상황에 적절하도록
개인규범이 정의되어야 한다. 규범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도록 사회규범을 개인규범
으로 정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동결과지각과 책임귀인지각이 개입되어야 한
다고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규범이론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을
설명하고자 다음 세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규범이 내면화 된 개인규범은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
과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규범이론은 조절변수가 개입되는 경우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제기한 바, 조절변수의 하나인 환
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환경문제가 개입된 상황에서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
며 개인규범은 다시 환경지향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 역시 개인규범이 환경지향제품구매행동으로 전환되
는 과정에서 조절적 역할을 함으로서 양변수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변수임을 연구결과
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규범-재활용행동사이에서의 조절적 역할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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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세계 각국은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제품이나 환경 파괴형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주간매경, 1997), 2000 년까지 전세계 그린시장의 규모가 2,800 억 달러
에 이르는 방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Menon, Menon, Chowdhury, and Jankovich,
1999, p. 1). 그리고 국내의 경우 시민단체, 기업, 정부(중앙 및 지방) 등 모두 63 개 기관, 단
체가 참여하는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그 영향이 국내환경시장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상영, 1999, pp. 32-35). 따라서 기업은 환경지향적 소비자에 대한 깊
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마케팅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바로 소비자의 환
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 행동일 것이다. 소비자의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제품개발과 마
케팅전략의 개발에 필수적이기에 그리고 재활용은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이 높아 가고 따라서 제품 구매시 제품이나 포장재료의 재활용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보면 소비자의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개인특성변수, 사
회적 요인, 가치,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감정 등 지각적 개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환경지향행동은 투입하는 시간적·금전적 노력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으며 또 그
혜택 역시 곧 바로 돌아오지 않지만 사회의 장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이타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되고 있다. 이러한 이타주의 행동의 하나인 환경지향행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제시한 규범으로 시작한다(Hopper and Nielsen, 1991, p. 199). 특히, 마케팅
관리자들의 관심사인 환경친화제품구매나 재활용행동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시성의 정도
가 미약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인지적 정교화 즉, 개인의 인지적 신념의 형성을 통하
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Osterhus, 1997, p. 19). 또 국
내 환경친화제품구매 및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학,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
고 있으며 마케팅연구 분야에서는 환경지향적 소비자 혹은 그린소비자 집단의 존재 파악이
나 환경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몇몇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
본이 되는 소비자의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이나 재활용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이러
한 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이론근거에 관한 이해와 변수 상호간 인과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의 하나인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며 개인규범은 다시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및 재활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 및 재활용행동으로 전환되는데 있
어 환경친화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의 조절적 역할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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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2.1. 환경지향소비자행동의 의의
환경지향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구매 및 선택을 중심으로 한 정의에서부터 소비과정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중심으로 한 정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연구는
환경제품 구매와 관련이 없는 소비자를 환경지향적 소비자에 포함시키고 일부에서는 제품
의 환경영향이나 그린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의도 또는 동기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Peattie, 1995, p. 154).
Webster 는 사회책임적 소비자를 “자신의 개인적 소비가 미치는 공적 결과를 고려하는
소비자 혹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신의 구매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라고
규정함으로서 환경지향적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Webster, 1995, p. 188). 그
리고 환경지향적 소비자에 대해 Anderson 과 Cunningham 은 사회지향성을 지닌 소비자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을 때에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를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Anderson and Cunningham, 1995, p. 25). Tucker,
Dolish 및 Wilson 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반복적
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Tucker, Dolish, and Wilson, 1995). Berger 와 Kanetkar
는 세제의 하나인 가루비누가 가지고 있는 환경속성에 민감한 소비자를 환경지향적 소비자
로 파악하고 있다(Berger and Kanetkar, 1995). 또 Antil 은 “사회책임적 소비”에 대해 “환경 자
원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개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가져 다 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 소비자행동 및 구매의사결정”으
로 정의하고 있다(Antil, 1995, p. 20). 또 Henion 은 “생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ecologically
concerned consum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사회적 가치, 태도, 의식, 행동 등 제 측면에서 상
대적으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또 이 같은 관심을 행동에 반영하는 소
비자로 정립하고 있다(Henion, 1995). Schwepker 와 Cornwell 은 “환경친화적인 포장상품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Schwepker and Cornwell, 1991).
소비활동 개념은 구매활동, 사용활동 및 처분활동까지를 포괄한다(박명희·박명숙·류
혜경·박미혜, 1991, p. 81 에서 재인용). 과거에는 소비활동을 구매활동과 사용활동 두 영역
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Hanson(1976) 그리고 Holbrook(1987) 등 연구자들은 구매활동, 사
용활동과 더불어 처분활동도 소비활동의 구성개념으로 포함시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Jacob(1976)는 구매활동을 확보활동(acquisition
activities)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고, 구매는 화폐와의 교환과 관련된 것이지만, 확보란
이 보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활동과 처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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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어떤 품목에 대해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남을 줄 것인가 등
에 관한 의사결정이 수반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질적 차원
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 차원이다. 질적 차원의 행동이란 환경오염이나 파괴의 위험성에 관
련된 것이고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적 차원의 행동은 물량적인 것으로 가정폐기물의 50%나 차지하는 포
장재료를 줄이기 위해 과대한 상품포장을 억제하는 등의 행동을 가르친다(최남숙, 1993, p.
27). 환경지향행동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투입(inputs)-과정(throughput)-산출(output)환류(feedback)의 시스템적 요소에 대입하여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즉, 물건의 구매는 투입
이고 제품의 사용이 과정이며 폐기물의 처리가 산출에 해당된다. 투입에 해당되는 환경친
화제품구매행동에는 포장이 없는 제품 구매, 1 회용 대신 회수용 포장제품 구매, 재활용품
구매 등이 있으며, 사용단계의 행동으로는 스스로 만들기, 사용억제 등 생활상의 다양한 행
동이 있다. 마지막 산출단계는 요구에 대한 반응과 자원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거나 생활양
식, 생활의 질과 같은 총체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즉 산출단계에서의 환경지향행동은 폐기
물의 배출단계로 폐기물생산 억제 및 재활용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이론고찰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관리자의 관심 사항이라 판단되는 구
매활동으로서의 소비자의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처분활동의 하나인 재활용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들 소비자의 환경지향행동을 제품 선택시 환경속성을 결정적 속성으로 간
주하여 환경친화제품을 구매하는 행동과 폐기물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이나 폐기물 재
생이 용이하도록 하는 분리수거 등과 같은 재활용 등 두 가지 행동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2.2. 기존 환경지향소비자연구의 개관
기존의 환경지향적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 연구는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책임성 문제
(Webster, 1975; Anderson and Cunningham, 1972), 그리고 에너지 절약(Duran, 1979; Gottliieb and
Glaghart, 1976; Morrison and Gladhat, 1976; Ritchie, McDougall, and Claxton, 1982; Tienda and
Aborampah, 1981), 재활용행동(Hopper and Nielsen, 1991; Osterhus, 1997; Anderson, Henion and
Cox, 1974; Arbutnot, 1977; Barnes, 1982; De Young, 1985, 1986; Samdahl and Robertson, 1989), 환경
제품구매행동 혹은 구매의도(Berger, 1995; Brooker, 1976; 주소현, 1994)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환경지향적 소비자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피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1970 년대와 80 년대의 연구는 주로 사회지향적 소비자나 환경지향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인구통계적 배경, 개성 변수, 소외와 같은 일련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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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개념(Daneshvary, Daneshvary and Schwer, 1998; Koch and Domina, 1997; 박명희·정주원,
1995; 엄하정, 1993; 홍기남, 1992; Balderjahn, 1988; Tucker, 1980; Arbuthnot, 1977; Anderson and
Cunningham, 1972; Anderson, Henion and Cox, 1974), 공해에 대한 태도(Dietz, Stern, and
Guagnano, 1998; Obregon-Salido, and Corral-Verdugo, 1997; Chan, 1996; 오연옥등, 1995; 송영우,
1994; 안향아, 1993; Balderjahn, 1988; Maloney, Ward, and Braucht, 1975), 환경문제에 대한 헌신
혹은 지식(Antil, 1984; Arbuthnot, 1977; Hines, Hungerford, and Tomera, 1987) 등 기술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연구 흐름으로 80 년대 후반과 90 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주로 변수들의 매개적
역할이나 조절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인구통계적 변

수나 관여도(Li, Ling-yee, 1997), 소비자효과성지각 및 타인효과성지각(Stern, Kalof, Dietz, and
Guagnano, 1995; Berger and Kanetkar, 1995; Berger and Corbin, 1992), 태도 및 신념(Thogersen and
Grunert-Beckmann, 997; Stern et. al., 1995; McCarty and Shrum, 1993; 노채영, 1991; 서정희, 1997),
사회활동 및 환경관심(현금희 1993), 행동결과중요성지각(Thogersen and Grunert-Beckmann,
1997; Hopper and Nielsen, 1991; Osterhus, 1997), 환경지식(유두련·심미영·정경옥, 1996; Ellen,
Weiner and Cobb-Walgren, 1991; Maloney and Ward, 1973; Schahn and Holzer, 1990), 정치적 성향
(Tarrant and Cordell, 1997) 등이 환경태도와 환경친화행동간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력을 검토
하고 있다. 또 일부 연구는 환경태도, 신념이 가치와 환경지향행동사이에서 미치는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 있다(Thorgersen and Grunnert-Beckmann, 1997; 김종호·정형식, 1997; 박운아,
1997; 장혜연·한경미, 1997; Stern, Kalof, Dietz, and Guagnano, 1995; 박운아·이기춘, 1995;
Bagozzi and Dabholkar, 1994; McCarty and Shrum, 1993; 최남숙, 1993; 노남숙, 1994; Neuman,
1986).
그리고 마지막으로 80 년대 후반에서 90 년대의 연구는 다양한 학문에서 차용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환경지향소비자의 특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Bagozzi and Dabholkar, 1994).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Fishbein 류의 다속성 모델 혹은 응용모델을 도
입한 것으로 이들 연구는 여러 변수들간의 상호영향력에 관한 검증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
다(Jackson et. al., 1993; Taylor and Todd, 1995; 김종호·정형식, 1997). 최근에는 사회규범이론에
근거를 두고 환경지향행동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Hopper and Nielsen,
1991; Osterhus, 1997; Seguin et. al., 1998; Ebreo et. al., 1999).

2.3. 사회 규범이론의 고찰
Dunlap 과 Van Liere(1984)는 환경의 질에 관한 관심과 현대사회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광범위에 걸친 신념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이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 환경태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Samdah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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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규범은 개인의 가치 및 규범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지향행동은 일반적인 상품구매행동과는
달리 자신의 신념과 평가에 좌우되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 환경지향행동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 사회적 규
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타인을 의식한 행동을 하게
된다(김종호·정형식, 1997, p. 8). 따라서 환경문제가 관여하는 상황에서 사회규범이 개인규
범과 환경지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이론에 기대어 사회규범과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
<그림 1> 이타행동 모델

사회 규범

사회 규범

개인 규범

재활용행동

행동결과중요성인식

자료 : Hopper and Nielsen(1991), p. 200
2.3.1. Hopper 와 Nielsen 의 연구
Hopper 와 Nielsen(1991)은 재활용행동을 이타행동의 하나로 고찰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
들은 Schwartz 가 개발한 이타행동의 사회-심리모델(social-psychological model)을 인용, 재활
용행동을 규범(norms)이 안내하는 이타행동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활
용이 이타주의인 까닭을 재활용 재료를 절약, 분류, 운반해야 하는 때문에 개인에게는 비용
이 많이 들고 또 재활용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즉각적인 개인적 보상도 없지만 사회 전체
의 장래에 유익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Hopper and Nielsen, 1991, p.
199).
<그림 1>에 제시된 Schwartz 의 이타주의 모델에 따르면, 이타행동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재활용이 훌륭한 생각임을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의 도덕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을 말로는 따
른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의
핵심은 이타적 사회규범을 개인의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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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 에 따르면, 이타행동은 사람들이 일종의 추상적이고 객관적인(detached) 방식으
로 동의하는 도덕적 행동에 관한 사회규범(social norms)으로 시작된다. 이 사회규범은 중요
한 타인들의 태도와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들은 타인들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
동하기를 기대하며 타인 역시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사회규범은 행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소원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
회규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적응되어 개인규범이 된다. 사회적으로 공
유된 규범에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규범이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것은 이 개인규
범을 위반하고 지키는 결과가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개인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며 개인규범을 지킨다는 것은 자긍심을 심
어준다. 사회규범은 사회적 구조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반면 개인규범은 강력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태도(moral attitude)가 된다(Hopper and Nielsen, 1991, p. 200).
모델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연결은 개인규범과 행동과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규범을 내면화했지만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상황
에 적합하고 또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규범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들 규범은 활성
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Schwartz 는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가
지의 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행위(actions) 또는 상호작용이 미치게 될 결과지각(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AC)과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R)이
그것이다. 즉, AC 및 AR 이 높은 경우 개인규범은 후속 행동을 유도하는 힘은 더욱 강화된
다. 이상의 규범이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사회규범의 영향은 개인규범을 매개로 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 AC 및 AR 은 개인규범과 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Hopper and Nielsen(1991)은 재활용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적으로 모델을 검증한 결과, 사회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개
인규범을 매개로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AC 가 높은 경우 사회
규범이 개인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정도가 더 커
AC 가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Hopper and
Nielsen, 1991, p. 213).
2.3.2. Osterhus 의 연구
Osterhus(1997)는 전기사용량통제(electric load control)라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행동변
수로 채용하여 규범적, 경제적, 구조적 요인들로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하는 통합모형을 제
시하고 있다(Osterhus, 1997).
<그림 2>에 제시된 Osterhus(1997)의 모형은 세 가지 이론을 통합하고 있다. 첫째,
Schwartz 의 규범이론을 모형의 핵심 이론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규범
이 개인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규범은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책임귀인지
각(consumer perceptions of responsibility)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of
the behavior), 그리고 교환상대방에 대한 신뢰(feelings of trust in the exchange partner)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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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비자의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더욱 고양된다. 이에 덧붙여, 기존 연
구결과에 따라 책임귀인지각 및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은 개인규범-환경지향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이외에 개인규범의 형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모형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절약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할인과 같은 개
인적 보상과 거래의 어려움과 같은 거래비용이다. 규범적 영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중
요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모형이 보여주는 세 번째 관점은 사회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
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이나 인지적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않
고 직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Schofield 의 연구에 근거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Osterhus(1997)의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유인이 미치는 효과와 사회규범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규범적 행동 모형에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Osterhus, 1997, p. 18).
<그림 2> Osterhus 의 규범적·경제적·구조적 통합모형
직접적 구조적 영향

행동

개인규범

사회규범

신뢰
원천

결과
인식
책임
지각

규범적 영향

개인
비용

개인
보상

경제적 영향
자료 : Osterhus(1997), p. 17

연구 결과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결과중요성지각도 개인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행동책임귀인지각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책임귀인지각이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개인규범이 에너지절약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sterhus, 1997, pp. 23-24).
또 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책임귀인지각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 상황을 살피면, 먼저, 책
임귀인지각의 개인규범-행동간의 조절적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의 경우에는 조절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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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귀인지각이 행동결과중요성지각보다 개인규범-행동간 관계에서 더욱 더 큰 조절적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Osterhus, 1997, p. 24). 그리고 개인규범, 책임귀인지각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미치는 삼원(three-way)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동인인 개인적 비용과 보상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 보상은 정의 영향을, 비용은 부의 영향을
행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에 제시된 사
회규범은 에너지절약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3. Ebreo, Hershey, 및 Vining 의 연구
Ebreo, Hershey, 및 Vining(1999)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간의 관계와 그리
고 환경태도,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규범, 그리고 재활용동기와 관련된 변수 등이 환경친
화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 행동을 전통적인 소비재보다 환경에 해가
적은 혹은 환경에 이로운 제품의 구매, 드리고 유리병, 신문, 박스, 잡지, 사무실서류, 알루
미늄 및 메탈 캔, 플라스틱 용기, 마당 폐기물, 엔진오일 등 10 개 항목의 재활용행동을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종속변수와 일반적 환경태도(NEP), 재활용 태도
13 개 항목(4 점 척도), 사회규범, 행동결과중요성지각, 책임귀인, 개인규범 및 5 개 요인으로
구성된 재활용 동기, 직업, 교육수준, 성별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몇 가지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수는 나이와 성
별만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은 대부분 제품의 독성
으로 나타나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소비재 생산 및 개발에서의 동물의 역
할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즉, 제품의 환경속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응
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연의 균형, 성장의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 등 세 가
지로 측정된 일반적 환경태도는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상관관계를 지닌다. 그리고 도덕
적 규범으로 측정된 구체적 태도 중에서는 행동결과중요성지각, 및 개인규범이, 재활용동기
요인 중에서는 환경적 이타주의 및 사회적 요인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상관관계를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비용이나 경제적 혜택, 재활용을 위한 환경조건,
및 사회규범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회
귀분석 결과, 성별, 성장의 한계, 개인규범, 환경적 이타주의 등의 요인이 보존적 환경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환경제품구매행동에는 성별, 교육수준, 성장
의 한계, 환경적 이타주의, 사회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존
적 환경제품구매행동 및 자연친화적 환경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과 관계 분석에서 대부
분의 재활용행동은 보존적 환경제품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활용자들은 쇼핑을 통한 환경제품구매행동이 유기체의 보호보다는 자원보존이 환

2000. 03.

규범⋅ 행 동 결 과 중요성 지각이 환 경 친 화 제 품 구매에 미 치 는 영향

94

한국마케팅저널 제2권 제2호

경보호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는
환경제품구매행동이 재활용행동에 선행하는 원천적 폐기물감소행동의 하나임을 암시하고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이상 기존의 환경지향적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규범이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마케팅 관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
등 두 가지 환경친화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개
인규범이 다시 환경지향행동인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하고 한다. 그리고 책임귀인지각과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이 규범이론에서 개인
규범이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찰되어온 바,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
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이 개인규범과 환경지향행동사이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규명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림 3>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환경친화행동결과
중요성지각
가설 7
가설 8

환경친화
제품구매행동
가설 2

가설 1
사회규범

가설 6
개인규범

가설 5

가설 3
재활용
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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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설정
Schwartz 의 이론에 따르면, 환경지향행동과 같은 이타주의 행동은 사회규범(social norms)
으로 시작한다. 이 사회규범은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와 가치이며 사람들은 타인들이 도덕
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타인 역시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사회규범은 행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소원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규
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들 각 개인에게 적응되어 개인규범이 된다. 개인의 규범을 위반
하는 것은 죄책감을 유발하며 개인 규범을 지킨다는 것은 자부심을 심어준다. 사회규범은
사회적 구조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반면 개인규범은 강력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태도(moral
attitude)가 된다(Hopper and Nielsen, 1991, p. 200).
Schofield(1975)와 Osterhus(1997, p. 18)는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이나 인지적 정교화의 과정
을 거치지 않고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
른 연구 결과들은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
시하고 있다. Hopper 와 Nielsen(1991)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Osterhus(1997) 역시 규범적, 경제적, 구조적 영향을
통합한 모형을 검증하면서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범활성화이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는 개인 규범과 행동과의 관계이다. 왜냐
하면 개인이 사회규범을 내면화했다면 이 개인규범이 다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Osterhus(1997)는 개인규범이 에너지절약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Hopper 와 Nielsen(1991)은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Ebreo, Hershey 와 Vining(1999) 역시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
치며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다시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hogersen and Grunert-Beckmann(1997)도 덴마크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치-태도-행동으로 이
어지는 단계적 인과모형(hierarchical causal model) 의 검증에서 폐기물 방지 행동을 환경친화
제품 구매행동과 재활용 행동으로 파악하고 개인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제시하고 있다(Thogersen and Grunert-Beckmann, 1997, p. 188). 따라서 이에 대한 보
다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규범의 내면화인 개인규범이 환경제품
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설 2 개인규범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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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학자들은 사회규범이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정교화나 개인규범의 형성없이도
개인의 사회지향적 행동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Osterhus(1997, p. 18).
Schofield(1975)는 자원봉사행동 연구에서 개인은 행동영향에 관한 개인지각이 없이도 사회
규범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Osterhus(1997, p. 19)는 사회규범이
에너지절약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재활용행동은 특정상표
의 구매행동과는 달리 개인의 신념과 평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의 영
향을 받게 된다. 개별소비자가 자신은 비록 재활용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지각할 경우 재활용행동을 하게 된다(김종호·정형식, p. 1997, p. 8; Bagozzi and Dabholkar,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규범이 개인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행동에 미
치는 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삽입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설 4 사회규범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사회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Ebreo, Hershey 와 Vining(1999)에 따르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은
각기 다른 선행변수들을 가질 수 있지만 재활용은 재활용용기에 담긴 음료수 구매에서와
같이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의 환경적 속성의 존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Ebreo, Hershey, and Vining, 1999, p. 110).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재활용과 직접적인 상관관
계를 가지는 데 그 제품의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 소비 후 포장재
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환경속성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재활용행동을 가속화시키는 환경친화제품구매라는 행동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재활용행동의 선행조건이
라는 사실을 이들 연구자들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재활용행동의 선행변수라 제시한 Ebreo, Hershey 와 Vining 의 주장을 명시적 차원에서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재활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chwartz 의 이타주의 모델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는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연결되
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규범을 내면화 했지만 내면화된 개인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 맞게 개인규범이 적절하고 적용될 수 있
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들 규범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chwartz 는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변수를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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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행위(actions) 또는 상호작용이 미치게 될 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이러한 행동결과의
책임귀인지각이 그것이다. 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행동결과책임귀인지각이 높은 경우 개인
규범이 후속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경우에 비해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사
회규범의 영향은 개인규범을 매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행동결과
책임귀인지각은 개인규범과 행동을 조절한다.
Osterhus(1997)와 Schofield(1975)는 행동책임귀인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이 개인규범의 형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Osterhus, 1997, p. 18).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들은 이들 변수가 개인규범-환경지향행동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
다. Osterhus(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책임귀인은 조절적 역할을 하지만 행동결과중요성지각
은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Osterhus, 1997). Hopper 와 Nielsen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Hopper and Nielsen, 1001, p. 213). 본고에서는 환경지향행동결과지각이
개인규범과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및 재활용행동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립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한다.

가설 7

환경친화제품구매·재활용행동결과지각과 개인규범은 환경친화제품 구매행동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를 가진다.

가설 8 환경친화제품구매·재활용행동결과지각과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

3.3. 연구방법, 표본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설문방식을 선
택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척도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을 추출하여 예비조사
를 거쳐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모두 5 점 척도로 대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표본은 대구지역에 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대구시내 초·중·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
다. 연구자가 사전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그들에게 본
조사의 요지와 설문응답요령을 주지시킨 후 배포하여,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수거하였
다. 따라서 표본추출방식은 편의 표본추출 방식이다. 보다 성실한 설문을 유도하기 위해 응
답자들에게는 500 원 상당의 볼펜 한 자루씩을 나누어주었다.
가설의 진위 검증에는 SPSS 9.0 을 이용한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단계
별 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단계별 회귀방법은 일대일의 단순회귀나 상관분
석이 보여주지 개별변수의 영향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에서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을 검증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을 지니며 타 변수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력 검증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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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에 관한 작업정의와 측정
환경지향행동을 측정하면서 Dahab, Gentry, 및 Su(1994), 김종호·정형식(1997) 등은 재활
용순환고리의 완결이라는 측면에서 재활용의 개념을 확장하여 구매, 소비, 처분, 재활용재
료를 사용한 제품의 재소비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종호
·정형식, 1997). 그러나 본고에서는 마케팅관리자의 입장에서 환경지향행동을 파악한다는
의도에서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을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
였다.
본고에서는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제품 선택 시 환경속성을 결정적 속성으로 파악하
여 환경친화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7 개 항목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재활용행동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하기 위한 행동과 폐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
록 하는 분리수거 등과 같은 행동으로 정의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폐자원의 재활용 행동
3 개 항목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환경친화행동결과중요성지각을 측정하면서 Thogersen 과 Grunert-Beckmann 은 재활용행동
및 포장의식적 제품구매행동 연구에서 환경지향행동결과지각을 비용, 혜택의 관점에서 측
정하고 있다(Thogersen and Grunert-Beckmannp, p. 185). Osterhus 는 환경지향행동 연구에서 4
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기절약프로그램이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에 대한 지각을 측
정하고 있다(Osterhus, p. 22). Dietz, Stern 및 Guagnano 는 산업활동으로 산출된 대기오염, 온
실효과로 야기된 전세계 기온 상승, 강·호수·하천의 오염, 농업에 사용하는 농약이나 화
학물질, 자동차에 의해 야기되는 대기오염이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의 여부를 5 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Dietz, Stern, and Guagnano, 1998). 본고에서는 이 변수를 환경친화제품구매 및
재활용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 Osterhus 의 척도를
이용하여 환경친화제품구매 및 재활용행동이 물리적 환경 및 대기오염, 매립지 사용감소,
차세대의 삶, 환경재난의 지연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에 관한 지각 수준을 4 개 항목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규범은 Schwartz(1977), Stern(1992), Osterhus(1997)가 기존연구에서 이미 사용한 척도
를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개인규범은 환경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에 관련된 개인의 의
무감을 묻는 4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Osterhus, 1997, p. 22). 그리고 사회규범은 Hopper
와 Nielsen 의 정의에 따라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와 가치로 정의하고 가족구성원, 이웃이나
친구들이 응답자에게, 그리고 응답자가 이들에게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이나 재활용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6 개 항목,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Hopper and Neilsen,
1991, p. 200).

4.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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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5%,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46.3%를 차지하여 남녀 구성비율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다. 그리고 연령별 응답자 분포를 살피면, 20 세 미만의 응답자가 35 명으로 전체 응
답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 대가 140 명으로 33.3%, 30 대가 148 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40 대의 경우 75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7.9%, 50 대와 60 대가
각각 4.3%(18 명), 0.7%(3 명)를 차지하고 있어 20 대와 30 대가 응답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
다.
월가계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150 만원미만의 가계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84 명으로 전
체 응답자 419 명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0 만원에서 200 만원미만의 가계소득을 가진
가구가 118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2%, 200 만원에서 250 만원 미만이 113 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00 만원에서 400 만원까지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26 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를 차지하며 400 만원이상인 경우 전체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
부분의 응답자가 150 만원에서 250 만원미만의 소득을 가진 중·하층 계층의 사람들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30 명으로 전체 응답자
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22.2%(93
명)이며 전문학교 13.8%(58 명), 대학교 50.8%(213 명),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5
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교육 이상
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응답자 구성분포는 사무직이 163 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포함된 기타 항목이 29.8%(125 명), 그리고 주부(8.4%), 자영업
(6.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연구 개념을 제대로 측
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추출법을, 요인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회전방식은 베리믹스
회전법을 이용하였다. 이 회전법은 요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하는 방법이다. 아이겐값은 1.0 이상, 요인적재량은 0.3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
며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 검증에는 크론바 알파계수(Cronbach α)를 이용하였다(Nunnally,
1992, pp. 2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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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립변수로서의 사회규범, 매개변수인 개인규범 그리고 조절변수인 환경지향행동
결과의 중요성지각 등 세 가지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3 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요인 적재
치가 최소 0.722 에서 최고 0.901 까지의 범위에 있어 적재치 기준인 0.3 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겐 값이 사회규범 6.769,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 2.603,
개인규범 1.293 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 요인 전체 분산비율의 76.1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역시 사회규범 0.9365,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
성지각 0.9007, 개인규범 0.8747 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신뢰도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환경지향행동의 타당성 분석의 경우 예상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환경지향행동은 재활용행동과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등 두 가지 요인만
을 산출하고 있다. 환경지향행동의 경우 재활용행동,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재사용행동 등
세 개 요인을 추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행동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의 일부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대상자들이 재사용, 일
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행동과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같은 차원의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두 가지 요인의 요인적재치가 최소 0.533 에서 최고 0.919 의 범위에 있어 최소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두 요인은 전체 분산의 64.679%를 설명한다. 재활용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0.9068 이며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0.8582 로 나타나 최소기준인 0.6 을 상
회하고 있어 구성개념의 신뢰도에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요인명
척도

2000. 03.

사회규범

환경지향행동결과
중요성지각

개인규범

SN1

.850

1.459E-02

.137

SN5

.845

.132

.222

SN2

.843

7.209E-02

.246

SN3

.840

.140

.173

SN4

.822

9.973E-02

.286

SN6

.796

.202

.325

AC3

8.639E-02

.901

.142

AC2

.115

.895

.186

AC1

.145

.821

.216

AC4

7.339E-02

.806

.119

PN3

.244

7.525E-02

.845

PN2

.260

.264

.789

신뢰계수

0.9365

0.9007

0.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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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4

.345

.149

.760

PN1

.239

.359

.722

아이겐값

6.769

2.603

1.293

누적분산비

48.349

66.942

76.178

<표 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척 도

요인명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재활용행동

ENBUY4

.761

.124

ENBUY6

.725

.242

ENBUY7

.721

5.565E-02

ENBUY3

.688

.256

ENBUY1

.687

.382

ENBUY2

.685

.357

ENBUY5

.533

.471

REC2

.130

.919

REC1

.271

.873

REC3

.290

.852

아이겐값

5.101

1.367

누적분산비

51.006

64.679

신뢰도계수

0.8582

0.9068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9.0 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가
설 1 에서 가설 6 까지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가설 7 과 가설 8
은 그리고 환경지향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미
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가설로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환경지향행동결과중요성지각과 개인규범 등 두 개의 개별 독립변수와 이 두 변수의
조절항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2 회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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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계별
종속변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개인규범

환경친화제품
구매행동

재활용행동

독립변수

계수(오차) 고정지수
표준계수 (유의수준)

계 수
표준계수

고정지수
(유의수준)

계 수
표준계수

고정지수
(유의수준)

사회규범

0.375(0.026)
0.577

14.416
(.000)

0.424(0.049)
0.399

8.669
(.000)

0.113(.031)
0.193

3.657
(.000)

개인규범

-

-

0.536(.075)
0.327

7.112
(.000)

0.0721(.046)
.080

1.559
(.120)

환경친화
제품구매행동

-

-

-

-

0.225(.029)
0.409

7.881
(.000)

상수

8.094(0.513)
-

15.769
(.000)

6.535(0.998)
-

6.548
(.000)

3.245(.608)
-

5.338
(.000)

모델적합도
(ANOVA)
(유의수준)

207.809
(0.000)

146.943
(0.000)

75.894
(0.000)

결정계수(R2)
수정결정계수

0.333
0.332

0.417
0.414

0.358
0.353

단계별 회귀분석의 경우, 제 1 단계 분석에서는 사회규범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인규범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1 을 검증하였다. 제 2 단계 분석에서는 환
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규범, 개인규범 등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로 가설 2 와 가설 5 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
3 단계 분석에서는 재활용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규범, 개인규범, 환경친화제품구매행
동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3, 가설 4 그리고 가설 6 을 검
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단계별 회귀분석은 단순회귀분석을 할 때 나타나지 않는, 여러 변수가 동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하에서 각 개별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설 1 에서 6 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간략히 각 단계별 회귀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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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단계 단순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 값은 207.809(0.000)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는 0.333 인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 단계 다중회
귀분석모형의 F 값은 146.943(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수가 0.417 로 나
타나 사회규범 및 개인규범 두 변수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 3 단계 다중회귀분석모형의 경우 F 값이 75.894(0.000)이었으며
결정계수의 값이 0.358 로 나타나 이 모형 역시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을 기반으로 개별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4.3.1. 가설 1 의 검증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 은 지지된다. 제 1 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해당 회귀계수의 값은 .375 이며 고정지수의 값은 14.416 으로 나타나 유의수
준 0.000 에서 유의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4.3.2 가설 2 의 검증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지지된다. 제 2
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회귀계수가 0.536, 고정지수의 값이 7.112 로 나타나 유의
수준 0.000 에서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가설 3 의 검증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 은 연구 결과는 지지되지 못한다. 제
3 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간의 회귀계수가 0.0721 이며 고정지
수가 1.559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0.12 로 나타나 판단 기준인 0.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4.3.4. 환경친화제품구매가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이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 역시 지지되었다. 제 3
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회귀계수가 .225 이며 고정지수가 7.881 로 나타나 유의수
준 0.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5. 사회규범의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규범이 직접적으로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 도 지지되었다.
제 2 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계수가 .424 이며 고정지수가 8.669 로 나타나 유의수
준 0.00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6. 사회규범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영향
사회규범이 직접적으로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6 도 지지되었다. 제 3 단계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계수가 .113 이고 고정지수가 3.657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00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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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의 상호작용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계수 표준오차

(Constant)

15.962

개인규범*행동결과중요성지각 3.333E-02

표준계수

4.285

고정지수

유의수준

3.725

.000

.018

.536

1.872

.062

행동결과중요성지각

-.410

.263

-.248

-1.559

.120

개인규범

.331

.304

.203

1.089

.277

결정계수(R2)
수정 결정계수

.317
.312

4.3.7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의 상호작용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지각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가설 7 역시 지지된다. <표 4>에서 보
면,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지각의 상호작용변수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계수
가 .0333 이며 고정지수가 1.872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6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4.3.8.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의 상호작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지각의 상호작용효과가 재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8 은 지지
되지 못한다. <표 5>에서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22 이며 고정지수가 .320 으로 나타
나 통계적 의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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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규범과 행동결과중요성지각의 상호작용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상수

재활용행동
비표준계수 표준오차
3.538

개인규범*행동결과중요성지각 3.220E-03

표준계수

2.423

고정지수

유의수준

1.460

.145

.010

.094

.320

.749

행동결과중요성지각

.277

.149

.305

1.860

.064

개인규범

.181

.172

.201

1.053

.293

결정계수(R2)
수정 결정계수

.277
.272

4.4. 가설검증 결과 요약 및 해석
가설 1 의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opper 와 Nielsen(1991), 그
리고 Ostehrus(1997)의 주장인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
연구는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Ostehrus, 1997, p. 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요한 타인
들의 태도와 가치를 의미하는 사회규범이 행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소원하며
이러한 사회규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각 개인에게 적응되어 개인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설 2 의 연구 결과 역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사회규범이 내면화된 개인규
범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유도하는 원천임을 확인한 것이 된다. 이는 Ebreo, Hershey,
and Vining 의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Ebreo, Hershey, and Vining, 1999, p. 110; Vining
and Ebreo, 1992).
그러나 가설 3 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며, 연구 결과에서 보면 방향성도 일치하고 유의수준이
0.12 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본의 수가 좀 더 많아진다면 결과가 유의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opper and Nielsen 등 소비자의 환경지각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결
과와는 상반된다(Hopper and Nielsen, 1991). 이들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의 행동결과에 대한 지
각 수준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행동은 개인규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개인규범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을 매개로 재활용행동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6 의 검증에서 보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은 재활용행동의 선행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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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보다는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
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가설 4 와 5 는 사회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
부는 검증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규범이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정교화나 개인규범의 형성 없이도 개인의 사회지향적 행동을 형성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Osterhus(1997, p. 18; Schofield, 1975)과 일치한다. 이는 특정상표
의 구매행동과 함께 재활용행동은 개인의 신념과 평가에 의지하는 한편 사회적 요인의 영
향, 즉 타인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이 재활용행동에 선행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가설 6 의 연
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타당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Ebreo, Hershey, and
Vining, 1999,

p. 110). 즉, 개인규범은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환경

친화제품구매행동은 다시 재활용행동을 유도하는 선행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환경지향행동결과지각이 높은 경우 개인규범과 환경친화제품 구매행동간의 관계
는 환경지향행동결과지각이 낮은 경우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 7 의 경우 지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Osterhus(1997)의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Osterhus(1997)는 책임귀
인지각 변수만이 조절적 역할을 하고 행동결과지각은 조절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Ostehrus, 1997, p. 23). 기존 연구에서 보면 개인이 규범을 내면화 했지만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이는 특정 상황에 개인규범이 적절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들 규범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Schwartz 는 개인규범을 행동으
로 연결하도록 활성화하는 변수로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과 책임귀인지각 등 두
가지 변수를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의 검증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규범의 영향
은 개인규범을 매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은 개인규범을
활성화시켜 이를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으로 연결을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조절변수가
된다(Osterhus, 1997, p. 18)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이 높은 경우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간의 관계는
환경지향행동결과지각이 낮은 경우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 가설 8 은 기각된다. 즉, 행동
결과중요성지각은 개인규범을 활성화시켜 이를 재활용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규
범은 다시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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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환경친화제품구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의 형
성 없이도 직접적으로 개인의 환경친화적인 제품구매 및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은 재활용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행동의 일부임도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재활용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등을 구매하여 재활용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
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환경지향
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은 개인
규범이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지각이 미치는 개인규범-재활용행동간 조절적 역할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케팅전략 수립에 많
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환경친화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득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마케팅 관리자들은 우선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규범을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 즉, 나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의 나의 환경친화제품구매행동과 재
활용행동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호하며 함께 공유해야 하는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는 측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규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은 다시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 행동에
대한 개인규범을 강화하는 캠페인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암시한다. 즉, 사
회에 소속된 중요한 타인의 환경가치와 태도를 강조하고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및 설득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규범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서는 환경지향행동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측면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제품구
매와 재활용행동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개인규범이 환경친화행동으로
의 전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인산의 함량이 적은 제품 구매회피가 환
경을 보호한다는 사례에서와 같이 홍보가 많이 되고 이해하기 쉽고 또 효과적인 환경보호
방법론과 함께 제시될 때(Berger and Kanetkar, 1995, p. 213) 이러한 설득 전략의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을 대구시내 거주 일반인에
한정함으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둘째, Schwartz 의 사회규범이론에
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조절변수인 행동책임귀인을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행동책임귀인 변수의 개인규범과의 조절효과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셋째, 측정상의 문제점으로 종속변수로 사용된 환
경친화제품구매와 재활용행동을 주관적인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댐으로서 객관적인 관찰행
동이나 실제 구매 및 재활용행동을 이용하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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