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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행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사회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집단적 결속력을 높이는 신뢰와 사회관계의 호혜성에 
근거한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이 긍정적이며, 이타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
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당기업에 대한 거부의 
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실천행동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대
한 행동적 가치인식의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는 감정적 가치인식과, 호혜성은 기능적 가치인식과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이 실천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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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value-in-behavior toward pro-social consumption behavior on 
consumers’ pro-social practice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sumer's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and reciprocity that enhances collective actions to seek socially common valu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value-in-behavior toward pro-social consumption was positive in general, and altruistic valu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functional value. The pro-social behaviors 
of ag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ll pro-social behaviors, the older group was more active, 
except for the rejection of the unfair busines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onsumer's pro-social practic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rust and emotional value and between reciprocity and functional value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the direction 
of consumer's role in making positive social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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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대사
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향성을 제시하며, 소비자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1][2]. 소비자들의 지지 없이
는 기업의 사회책임적 활동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진정
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두 
영역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3]. 소비자
들의 선택은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어
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변
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4]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
로의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를 촉발하고 이를 지속
시키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
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이 강
조되면서 소비의 주요 관심사가 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직접적인 소비자 혜택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정의, 공정, 
권익 등과 같은 보다 사회적인 이슈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어지고 있다[5][6]. 이는 소비의 범위를 사적 이익의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규범적인 이상(normative 
ideal)을 따르는 친사회적 행위(pro-social behavior)
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개
인의 소비에 의한 사회적 변화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
는 것에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도
록 자신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이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
는 행위를 포함한다[3][7].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가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
되지 못함으로 인해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
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
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
비실천이 친사회적 행위로서 주로 다루어져왔는데, 이
를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실천행동을 구체적으로 다

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8]. 즉 사회적 행위의 세
부적인 유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의 하위 유형을 
전체로 일반화할 경우 구체적인 친사회적 실천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9]. 이러한 한계는 사회적으로 책
임 있는 소비자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구분하
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의
식적 소비행동을 책임의 영역으로 먼저 세분하였을 때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의 소비실천으로 구분
됨을 확인하였으며[1][10-12], 이러한 세 하위영역 중 
하나의 하위영역인 소비자의 ‘사회적 차원’의 책임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행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value-in-behavior)에 근거하여 접
근한다. 행동적 가치는 행동의 수행 그 자체로 소비자
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교환
가치나 사용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가 수행하는 
행동에서 발생하여 인식되는 가치를 의미한다[13]. 이
는 특히 사회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자가 공공선을 위한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안되어 소비자의 친사회
적 행동 수행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14].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호혜적 규범에 근거하여 
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에서 획득 가능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이 수용될 수 있
는 장치로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
는 데 필요한 집단적 결속력을 높이는 신뢰(trust)와 사
회관계의 호혜성(reciprocity)에 근거한 소비자의 사회
적 자본(social capital)이[15][16]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성향(pro-social consump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성을 통해 축적되는 가치에 기초하여 사회 내의 결
속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원(resource)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원은 소비자
의 개인적,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으로, 사회와 격리된 개인은 결코 생산할 수 없는 관계 
내에서 생산가능한 자원이다[15]. 이는 궁극적으로 사
회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공유된 목적을 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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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는 속성들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조직화된 행동
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16].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의 선을 향한 
움직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실천행
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사
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성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한 여건을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살펴봄으
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기업-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포괄하는 소비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한 사회와 소비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소비
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 
CNSR)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17-20].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전을 위해 Elkington[21]이 제시한 triple 
bottom line은 크게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사
회정의(social justice)로 구성되며, 이 세 축의 변화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역할변화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생활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구매
선택과 처분 등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은 시장에서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발전이 이루어지
도록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19][22][23]. 또한 지속가
능한 사회로의 이전을 위해 기업이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성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속가능
한 발전의 방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3]. 이러한 사
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실천행위
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들은 사회의식적 소비자
(socially conscious consumer), 사회책임적 소비자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또는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 친사회
적 소비자행동(pro-social consumer behavior) 등
의 용어로 개념을 정의하여 왔다[7][8][24-29]. 소비자
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소비를 하
는 것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분야별(sector based) 
접근을 취하며 연구의 범위에 맞는 용어를 정의하여 논
의하고 있다[30].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사회의식적 
소비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회적 관여(social involvement)의 개
념에 근거하여 제안된 개념[7]이나, 소비의 영역 중에서
도 주로 환경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화되어 왔다
는 한계가 있다[29]. 다음으로 사회책임적 소비자, 혹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마케팅의 개념[31]과 대응하는 용어로 제안되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고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려는 바람을 가
지고 소비자가 제품을 획득, 사용, 처분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25][27]. 이 개념은 환경적, 경제적,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의 관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
[1][27][32][33].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책임적 
소비행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논의하였다[8][29].

종합하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자의 실천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크게 구분된
다[33]. 이는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주를 크
게 나눈 것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 다차원적 성
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소비자의 책임활동이 trippl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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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21]에 따라 분류가능한지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32]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뿐만 아니라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활동 역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활동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처럼 사회적 책임활동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형의 행위를 일반화하여 논의
할 경우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선행연구들[9][34]에서는 영역별 소비자행동에 구체
화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자의 사
회적 책임은 다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관심과 행동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때 전체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추구하는 광의의 사회적 책임과 용어를 구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사회적 차원의 소비
자책임을 친사회적 소비실천의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
다. 

2. 친사회적 소비실천의 행동적 가치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경제활동 외의 영역

에서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
고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이나 인권 등의 사회적 문
제에 관련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거부,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지지를 실천하는 소비자운동, 
나눔이나 기부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3][10][18]. 이는 
소비자가 누리는 사적 만족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서 
소비자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위
적 의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0].

친사회적 소비실천과 관련하여 Webster[7]는 소비
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가 사회
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긍정
적인 태도형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에게 사회의 변
화를 이끄는 힘이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실증연구들에서 소

비자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의 필요성 인
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겨
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36-38]. 이는 소비
자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반해 실천행동
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
도-행동의 격차(attitude behavior gap)는 태도가 행
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나타
낸다[14]. 더욱이 친사회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서 규범
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규범적인 응답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도가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태도
를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규범적 응답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한 측정의 노력이 필요하다[40]. 이러한 점에
서 전통적인 태도와 행위의도, 행동의 관계를 다룸으로
써 소비자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41][42].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소비의 직접적인 행
위자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속한 사회의 전체 
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
적인 교환가치(exchange value)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용 대비 효용
(cost-benefit)이 아니라, 복잡하고 장기적 관점의 소
비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14][43]. 더욱이 구체적
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며, 지속적으로 사회의식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소비
(socially conscious consumption)를 실천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스러움이나 
성과, 목적의 달성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
가 있다. 이는 친사회적 소비실천이 소비자가 사용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기능적, 감정적 성과나 목적을 
달성하는 사용가치(use value)의 관점[44]보다 큰 틀에
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자신에게 예정된 비
용대비 효용이나 기능적, 감정적 성과 혹은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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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월한 소비자의 실천행동으로서 설명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친사회적 소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소비자
의 행동적 가치인식(value-in-behavior)의 개념이 제
안되었다. 행동적 가치는 행동의 수행 그 자체로 소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교
환가치나 사용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가 수행하
는 행동에서 발생하여 인식되는 가치를 의미한다[13]. 
특히 사회적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안된 행동적 가치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 수행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배경을 제
공한다[14]. 행동적 가치는 자신의 실천행위 자체에 초
점을 두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제품
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에 대한 인식
이나 사용경험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가치와는 차별화
된다[13][14]. 이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설
명함에 있어 소비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 내재
적, 외재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당장의 직접적인 혜택이 없음에도 실천을 지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45]. 또한 태도중
심이 아닌 행동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친사회적 소
비에 대한 태도와 행동 사이의 격차[8][46]를 넘어 친사
회적 소비실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41][47].

행동적 가치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가
치로서, 친사회적 소비실천을 소비자가 지속함에 있어 
그 행위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때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가치의 많고 적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다면적 가치의 차원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8][48][49]. Gordon et al.[8]은 소비자의 사
회의식적 소비행동 중 친환경적 소비실천을 이끄는 행
동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제안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행동적 
가치를 인식할 때 그 행위가 얼마나 자신의 일상생활에 
잘 부합하는지, 얼마나 해당 행위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되며, 이를 기능적 가치
(functional valu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50]. 
기능적 가치는 소비자의 실질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

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며, 외
재적인(extrinsic) 가치에 해당한다[49]. 다음으로, 소
비자가 특정한 행위를 추구함으로써 뿌듯하거나 기쁜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같이 내재적으로(intrinsic) 동기화
되는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가 있다[51]. 기능
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는 자기 자신(self)과 관련되는 
가치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는 타인(others)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로
서,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드러내는가와 관련되는 외
재적 가치이다[52].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가치로서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가 있으며, 이는 자기충족적(self-fulfillment)인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소비자
의 친사회적 소비행위를 이끄는 행동적 가치인식과 구
체적인 실천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친사회적 소비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행
동적 가치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사회적 자본과 친사회적 소비
개인과 집단 혹은 사회의 관계가 발전해나감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물질적이
고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원(resource)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한다
[53].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소비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을 포
함한 사회 내의 다양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러
한 점에서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은 소비자가 관
여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되는 가치, 즉 사회적 자
본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친사회적 소비는 개인의 효용과 만족의 개념을 초월
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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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1]. Nilsson[8]은 소비자
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천으로 이를 옮기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을 사회적 이슈의 해결주체로 보
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정부와 같이 거대한 조직의 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
하였다. 즉, 소비자가 자신에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만
한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느낄 경우 개
인적으로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대한 행동적 가치를 강
하게 느끼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관계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몰입
(commitment)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속한 사람
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며[54-56], 사회 내의 
관계성과 호혜적 의식(reciprocity)을 바탕으로 네트워
크 자체가 개인과 사회의 유용한 자원이 되어 사회문제
의 공동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57][58].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신뢰(trust)와 호
혜성(reciproc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이 함께 참
여하고 협동하게 되는 관계적 자원을 의미한다[59]. 

신뢰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인 일반화된 신뢰
(generalized trust)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구체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구분할 수 있
다[60]. 일반화된 신뢰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더라도 사회를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반면, 구
체화된 신뢰는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의 수준을 
의미한다. 신뢰는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규범을 기반으
로 한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61]. 즉, 사회 내에서 개인이 신뢰를 느끼는 것은 사회
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여
기는 행동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며, 이는 어떠한 보상이나 처벌 없이 자발적인 행
동에 대한 기대이다[62]. 

호혜성은 신뢰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로 다
루어져 왔다[60][62]. 호혜성은 언젠가 자신도 다른 사
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개인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
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63].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내의 도의적인 의무가 나
타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호혜성은 친환경적 
행동과 같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행동을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6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은 
생산과 소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려는 소비자
들의 자발적 노력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
회적 관계인식과 호혜적 규범에 근거하여 공공의 선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자
기 자신(self)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기능적, 감정적 행
동적 가치인식이 낮더라도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자본의 조절적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1a.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높을수록 
기능적 가치인식과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
동의 정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가설 1b.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높을수록 
감정적 가치인식과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
동의 정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가설 2a.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이 높을수
록 기능적 가치인식과 친사회적 소비 실천
행동의 정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가설 2b.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이 높을수
록 감정적 가치인식과 친사회적 소비 실천
행동의 정적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20~5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마크로  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22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응답자의 고른 표집을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분석방법은 척도의 타당도 및 신
뢰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사회인구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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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소비자의 
행동적 가치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
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ANOVA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소비 실
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R 3.5.2 프로그램과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척도구성
친사회적 소비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

여 ‘경제활동 외의 영역에서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노동이나 인권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거부,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지지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개
인적, 조직적 소비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과 실천을 
측정,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를 종합하여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의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가치의 요인별로 정리하면, 크게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타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가치는 친사회적 소비행위가 얼
마나 자신의 일상생활에 잘 부합하며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로 정의하고자 
한다. 감정적 가치는 친사회적 소비행위를 통해 소비자
가 경험하는 감정적 즐거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
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는 모두 소비자 자신(self)과 
관련되는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친사
회적 소비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신을 표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로서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타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와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치
이면서 자기충족적인 성격을 가지는 가치로서, 자기 자
신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를 위
해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친사회
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과 친사회적 소비 실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친사회
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인식은 선행연구[14][65-6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문항을 구성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행동적 
가치인식은 크게 다섯 가지 요인(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타적 가치)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자신
의 경제적 이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친
사회적인 소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경제적 가치는 연구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이를 제외한 네 가지 요인을 측정
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친사회적 소비행
위에 대해 기능적 가치(5문항), 감정적 가치(3문항), 사
회적 가치(3문항), 이타적 가치(3문항)를 인식하는 정도
를 7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의 측정을 위해 사회적으로 책
임있는 소비행동을 측정한 선행연구[1][29]를 참조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
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4문항을 7점 리커트척도
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선행연구[69-74]를 바탕
으로 크게 신뢰(5문항)와 호혜성 인식(4문항)을 측정하
는 항목을 7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 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의 개념을 알기 쉬운 설명으
로 제공하여 조사참여자에게 읽도록 한 뒤 응답하게 하
였다.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30~50대의 일반 소비자 21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격의 조사-재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항과 
조사와 재조사 간의 상관계수가 0.4 미만인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최종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R 3.5.2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신뢰도계수 산출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수정지수를 참고하여 기
능적 가치 1문항, 신뢰 1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 척도
의 Cronbach’s alpha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표 1>과 같다.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χ2=751.398 (df=254, p<.001), CFI=0.933, 
TLI=0.921, RMR=.053, RMSEA=.068). 합성신뢰도를 
나타내는 Omega 값은 모두 0.84 이상,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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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이상으로 기준치(합성신뢰도≥.7, AVE≥.5)를 상
회하여 내적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Fornell-Larcker[75]가 제시한 기
준에 따라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AVE 제곱근 값(0.759~0.878)
들이 상관계수 값(0.217~0.7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성별과 연령을 할당표집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친사회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인식
소비자들의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식

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연구문제 1)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인 평균은 4점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
적 가치인식이 긍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가치 별 평균을 살펴보면, 기능적 가치는 4.40, 감정적 
가치는 4.91, 사회적 가치는 4.59, 이타적 가치는 4.93

변인 빈도(%)

성별 남성 208(49.3)
여성 214(50.7)

연령

20대 107(25.4)
30대 102(24.2)
40대 104(24.6)
50대 109(25.8)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미만 158(37.4)
대학교 졸업 이상 264(62.6)

가계소득
(단위: 만원)

300만원 미만 80 (19.0)
300만원~600만원미만 197 (46.7)

600만원 이상 145 (34.4)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2)

Mean SD
기능적 가치 4.40 .97

감정적 가치 4.91 1.02

사회적 가치 4.59 1.02

이타적 가치 4.93 1.04

표 3. 친사회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인식

변인 측정항목 AVE omega alpha

행동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수월하다.

0.62 0.87 0.87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계속 실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나에게 이롭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나의 생활에 잘 맞는다.

감정적
가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0.76 0.91 0.91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행복하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뿌듯하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0.74 0.90 0.89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타적 
가치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0.77 0.91 0.91내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

(기부제품구매) 나는 구입금액의 일부가 사회에 기부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0.60 0.85 0.85
(부당기업거부) 나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인권침해 등 직원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
지 않는다.
(CSR기업고려)나는 제품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CSR제품선택)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일부러 찾아서 구매한다.

사회적
자본

신뢰

나는 우리 동네(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0.65 0.88 0.88
나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기업을 신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게 행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

호혜성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0.58 0.84 0.84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들도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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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타적 가치인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정
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친
사회적 소비행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혜택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행위를 하는 것에 우선
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행위의 수월성이
나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에 대한 기능적 가치인식
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이타적 가치인식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타적 가치와 함께 감정적 가치의 인
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친사회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의 수준이 높으며, 이
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기능적 혜택이 없더라도 소
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혜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친사회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인식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
이분석(t-test,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친사회적 소비의 기능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연령
과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20-30대와 50대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소비자들
의 기능적 가치인식은 50대 소비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712, 

p<.05).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집단이 중간 및 고
소득 집단에 비해 기능적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351, p<.05). 

감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
라서는 여성이 더 높은 감정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5, p<.01).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
하의 소비자들에 비해 50대 소비자들이 높은 감정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19, p<.01). 가
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검증되었는
데, 저소득집단에 비해 고소득집단의 가치인식이 더 높
게 나타났다(F=2.427, p<.10). 

이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서
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친사회적 소비행위의 이타적 가
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10, 
p<.01).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10%
에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소비자와 50대 
소비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F=2.483, p<.10), 교육수
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의 집단이 대졸미만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이타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713, p<.10). 사회적 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친사회적 소비행위 자체가 

변인 기능적 가치
Mean(SD)

감정적 가치
Mean(SD)

사회적 가치
Mean(SD)

이타적 가치
Mean(SD)

성별
남성 4.33 (1.02) 4.77 (1.06) 4.55 (1.02) 4.78 (1.08)
여성 4.45 (0.92) 5.04 (0.97) 4.63 (1.01) 5.06 (0.97)

t -1.280 -2.775** -.803 -2.810**

연령

20대 4.29 (0.93) a 4.78(1.03) a 4.65 (0.91) a 4.85 (1.01) ab
30대 4.24 (1.11) a 4.76 (1.14) a 4.44 (1.16) a 4.76 (1.15) a
40대 4.48 (0.92) ab 4.89 (1.02) a 4.57 (0.98) a 4.95 (1.03) ab
50대 4.56 (0.88) b 5.19 (0.85) b 4.67 (1.02) a 5.13 (0.93) b

F 2.712* 4.019** 1.075 2.483†

교육수준
대졸미만 4.37 (0.95) 4.89 (0.99) 4.62 (0.97) 4.81 (1.03)
대졸이상 4.41 (0.98) 4.91 (1.05) 4.57 (1.04) 4.99 (1.04)

t -.487 -.313 .454 -1.713†

가계소득
(단위:만원)

저소득(300미만) 4.15 (1.14) a 4.73 (1.13) a 4.52 (1.09) 4.85 (1.11)
중간소득(300-600) 4.43 (0.87) b 4.88 (0.96) ab 4.55 (0.98) 4.88 (1.02)

고소득(600이상) 4.48 (0.97) b 5.04 (1.03) b 4.68 (1.02) 5.03 (1.02)
F 3.351* 2.427† 0.914 1.095

 † p<.10, * p<.05, ** p<.01
  a, b: Duncan 사후검증 동일부집단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사회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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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개인의 편안함을 도모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치
를 가지는지를 의미하는 기능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다
른 행동적 가치에 비해 낮게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젊
은 소비자 집단과 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더 낮게 인식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친사회적 소비행위를 통해 다른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구적 목적보다는 친사회적 
소비행위 그 자체가 주는 정서적 만족이나 전사회적 차
원의 바람직성을 도모한다는 내재적 가치의 측면에서 
감정적 가치와 이타적 가치는 다른 가치인식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정적 가치의 경우 여
성과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이타적 가치는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연구문제 2). 친사회
적 소비행동의 수준은 7점 척도의 평균 4.47로 보통 이
상의 실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보면, 부당기업의 제품을 거
부하는 것이 평균 4.98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을 다하려는 제품을 일부러 구매하기 위
해 노력하는 실천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

(4.2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친
사회적 소비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안을 고려군
에서 제거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게 실천에 옮기는 반
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일부러 찾아 구매하
거나 대안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실천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연령에 대해서만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살펴보면, 기부
제품의 구매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소비자에 비해 
40~50대 소비자들의 실천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당기업을 거부하는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SR을 수행하는 기
업을 고려하는 행위는 20대에 비해 50대 소비자들의 
실천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SR제품을 일부러 찾
아 선택하는 실천행동 역시 50대의 소비자들의 실천이 
20~30대 소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행동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조절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행동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
식이 친사회적 소비실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변인 기부제품구매
Mean(SD)

부당기업거부
Mean(SD)

CSR수행기업고려
Mean(SD)

CSR제품선택
Mean(SD)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
Mean(SD)

전체평균(SD) 4.30 (1.33) 4.98 (1.31) 4.34 (1.27) 4.25 (1.33) 4.47 (1.09)

성별
남성 4.23 (1.39) 4.90 (1.37) 4.33 (1.29) 4.22 (1.31) 4.42 (1.12)
여성 4.37 (1.27) 5.06 (1.26) 4.36 (1.26) 4.28 (1.36) 4.52 (1.05)

t -1.108 -1.266 -.228 -.493 -.937

연령

20대 3.95 (1.47) a 4.93 (1.46) 4.04 (1.33) a 3.94 (1.48) a 4.22 (1.20) a 
30대 4.11 (1.40) a 4.80 (1.45) 4.26 (1.31) ab 4.24 (1.45) a 4.35 (1.18) ab
40대 4.58 (1.19) b 5.02 (1.21) 4.39 (1.16) ab 4.29 (1.21) ab 4.57 (0.98) bc
50대 4.55 (1.13) b 5.16 (1.10) 4.66 (1.21) b 4.52 (1.11) b 4.72 (0.91) c

F 6.162*** 1.341 3.503* 4.627** 4.684**

교육수준
대졸미만 4.23 (1.31) 4.96 (1.35) 4.24 (1.32) 4.18 (1.25) 4.40 (1.07)
대졸이상 4.34 (1.34) 4.99 (1.29) 4.40 (1.24) 4.29 (1.38) 4.51 (1.10)

t -.846 -.230 -.854 -1.260 -.957

가계소득

저소득 4.13 (1.51) 4.81 (1.45) 4.15 (1.52) 4.09 (1.43) 4.29 (1.26)
중간소득 4.32 (1.34) 4.98 (1.31) 4.42 (1.30) 4.27 (1.34) 4.50 (1.11)
고소득 4.36 (1.20) 5.08 (1.24) 4.34 (1.06) 4.31 (1.27) 4.52 (0.94)

F 0.870 1.037 1.249 0.763 1.281
  * p<.05, ** p<.01, *** p<.001
  a, b: Duncan 사후검증 동일부집단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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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절회귀분석의 실행을 
위해 먼저 행동적 가치인식과 사회적 자본은 평균중심
화(mean centering)하였다. Durbin-Watson은 
2.06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모형의 잔차 간 자기상관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Variation Inflation 
Factor(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
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가치인식과 친
사회적 소비실천행동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가계소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Model 1의 모형설명력은 수정된 R2

값을 기준으로 46.6%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
이 확인되었다(R2=.480, Adj.R2=.466, F=34.428, 
p<.001). 행동적 가치인식 중에서는 기능적 가치(β
=.425)와 감정적 가치(β=.301)가 친사회적 소비 실천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
에서 행동적 가치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R2의 변화량은 유의수준 5%에
서 2.1%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01, Adj.R2=.477, F=21.222, p<.001). 

Model 2에서는 기능적 가치(β=.477)와 감정적 가치
(β=.257)가 각각 유의수준 0.1%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친사회적 소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월성이나 본인에게 이롭다고 생
각되는 기능적 가치를 높게 느낄수록 실천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만족할만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친사회
적 소비를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되는 데에 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적 가치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감정적 가치인식과 신뢰의 상호작용(β
=-.194)과 기능적 가치인식과 호혜성의 상호작용(β
=-.113)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
과를 분해하여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그
림 2]와 같다. 먼저, 감정적 가치인식과 신뢰의 상호작
용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신뢰가 높은 경우
에는 단순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나(t=1.041, 
p=.298) 신뢰가 낮은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t=4.970, p=.000). 즉,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높은 경

변인
Model 1 Model 2

B β B β
개인적 특성
  성별 (남=1) .037 .017 .046 .066
  연령 .008 .080* .006 .066
  교육수준 (대졸이상=1) .056 .025 .054 .024
  가계소득 (기준: 300미만)
    300~600미만 -.032 -.015 -.001 -.001
    600이상 -.088 -.039 -.086 -.037

행동적 가치인식
기능적 가치(F) .479 .425*** .537 .477***
감정적 가치(E) .320 .301*** .273 .257***
사회적 가치(S) .008 .008 -.031 -.029
이타적 가치(A) -.019 -.018 .013 .013

사회적 자본
신뢰(T) -.022 -.021 -.013 -.012
호혜성(R) .105 .090 .092 .079

행동적 가치-신뢰의 상호작용
F × T .076 .083
E × T -.173 -.194*
S × T -.022 -.024
A × T .126 .138

행동적 가치-호혜성의 상호작용
F × R -.115 -.113*
E × R -.010 -.011
S × R .128 .129
A × R -.028 -.027

F 34.428*** 21.222***
R2 (Adj. R2) .480 (.466) .501 (.477)
R2 변화량 .442*** .021*
* p<.05, ** p<.01, *** p<.001

표 6.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의 회귀분석

우에는 감정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신뢰가 낮은 경우 감정적 가
치인식이 높아질수록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이 유의
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기능적 가치인식
과 호혜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단순기울
기는 낮은 호혜성(t=8.024, p=.000)과 높은 호혜성
(t=5.368, p=.000)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높은 호혜성인 경우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능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의 실천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호혜성이 낮은 집단에서 영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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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가치인식

그림 1. 감정적 가치인식과 신뢰의 상호작용

                      기능적 가치인식

그림 2. 기능적 가치인식과 호혜성의 상호작용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행동적 가치인식 중 기능적 가
치와 감정적 가치가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능적 가치인
식이 가장 높은 표준화계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이 수월하고 소비자 자신에게 이로운 행
동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가
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은 소비자가 
호혜성의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높게 가질 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적 가치인식은 소비자가 친
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서 감정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인 실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적인 영향은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높게 가지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회적인 신

뢰를 낮게 경험할수록 자신의 즐거움이나 정서적 만족
의 목적을 두고 친사회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대 소비자들
에게 친사회적 소비의 행동적 가치는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에는 기능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측면에서 가치있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개인적인 측면의 
가치의 인식 수준에 따른 영향은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
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업의 
생산패러다임의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지지에 
의해 필요가 인식되고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점에서 소비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수행에 주목하
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지속가능
한 방향으로 전환되게 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의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행동적 가치인
식을 살펴본 결과, 이타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
치, 기능적 가치 순으로 나타나, 친사회적 소비행위가 
가지는 규범적이고 타인을 고려하는 행위로서의 특성
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타적 가치와 감정적 가
치는 내재적 가치로서, 소비자들의 친사회적 소비행위
가 가지는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선행연구[76-78]에서 친환경 소비나 윤리적 
소비, 사회책임적 관점에서의 로하스 소비에 내재적 동
기와 이타적 성향이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행동적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친환경 소비 
및 친사회적 소비가 연령이 높은 집단과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
다[78][79].  

둘째, 친사회적 소비실천을 위해 소비자가 행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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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과 개인적 효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정적 만족을 경험하는 데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극적인 실천을 이
끄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감정적 가치
인식이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 실천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뢰가 낮은 경
우에는 감정적 가치인식이 실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이 사회 내에서 
신뢰를 적게 느낄 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친사회적 소비행동을 실천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호혜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
면, 호혜성이 낮은 집단에서 기능적 가치인식이 친사회
적 소비의 실천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자신이 수행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언젠가 자
신에게 돌아올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적게 
가진 경우, 행위의 수월성이나 직접적인 이로움에 대한 
인식이 실천행동을 이끄는 데 호혜성을 높게 느끼는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적 소비는 직접적인 효용이나 만족을 넘

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고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
적인 가치관이 작용할 수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의 경
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
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태도가 아닌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바를 그대로 보고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8]. 따라서 자신의 행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친사회적 소비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측
정하는 태도의 개념은 소비자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규범
적인 응답으로 인해 소비자의 태도가 곧 변화된 선택으
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명의 어려움이 존재한
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행
동을 이끄는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을 자신이 수행할 행
동으로서 바라볼 때 느껴지는 행동적 가치의 개념을 적
용하여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태도와 행동 간의 격차가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사
회적 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하위 유형을 

전체로 일반화할 경우 구체적인 친사회적 실천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자의 행동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친사회적 소비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동적 가치 중 기능적 가치가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사회적 소비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인지, 그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뒷받침 되었을 때 실천이 이루어
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감정적 가치인식이 
친사회적 소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행위를 넘어 타인을 고려하는 행
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서적 만족
을 경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친사회적 소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소
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하며, 소비자의 당위적 책임의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10].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
이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는 있으
나, 직접적인 실천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재적 가
치인 수월성이나 자신에게 기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익한 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26]
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비자가 규범적인 당위성을 인
식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선택행동의 직접적인 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친사회
적 소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이 곧 소비자의 변화된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행
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가치 중심의 접근이 필
요하다. 특히 친사회적 소비실천 행동이 타인과 전체 
사회를 위한 이타적 행동으로서 책임의 당위성만 강조
되어 왔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에게도 기능적, 정
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로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행
동적 가치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소비
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기 위한 행위로서 소비자의 역할 실천을 촉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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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신뢰와 호혜성
은 각각 감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가 친사회적 소비실
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종합적으로 살
펴볼 때,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우 공통적으로 친사회
적 소비를 자신의 만족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낮은 소비자
들이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감정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이들에게 친사회적 소비행위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즐거움에 의해 
동기화됨을 보여준다. 한편 호혜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서 기능적 가치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상호간에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
는 기대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행위의 수월함과 유익
성이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소비행위가 사
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당위적 책임
을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속한 행위자들 간의 관
계구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공유하고 생산적
인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고 공동의 행동을 촉진한다[80][81]. 따라
서 친사회적 소비가 개인적 소비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서 공유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소비
자들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관계자원이 어떠
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시사점을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성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
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 소비는 소비자가 사회의 일원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소비

자의 역할인식에 대한 교육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비자의 기능적 가치
인식이 친사회적 소비실천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확
인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적 가치인식은 20~30대의 젊
은 소비자집단과 저소득 집단에게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소비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친사회적 소비실천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실천을 강화해나가기 위
해서는 연령이 낮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소
비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컨텐츠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성인
기에 접어들기 전 청소년기 학교교육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소비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사회
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성인이 되어 경제
적 여력과 소비생활의 반경이 확대될 때 사회적으로 의
식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일부 도입되고 
있는 미디어 활용 교육은 비판적 사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82], 신문활용교육
(newspaper in education: NIE)등을 포함한 미디어 
활용교육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
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친사회적 소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와 격리된 채로
는 결코 생성될 수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서[15][16] 개
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
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
뢰나 호혜성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83] 직접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들
의 책임 있는 소비경험을 공유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콘텐츠 개발 방안
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의 친사회적 
소비성향이 개인의 생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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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소비자의 직접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
이 동시 이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친사회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적 가
치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인
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
한 행위로서 소비자의 역할이 실천되기 위한 방향으로
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 
여러 영역 중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으
로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이를 보완하는 타 영역의 소비자 책임에 대한 연구
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사회적 
자본을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소
비자가 지닌 사회적 관계망의 넓이나 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함
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의 역할변화를 구
체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보다 실천적
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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