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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in trend of LOHAS, examines and analyzes the LOHAS marketing cases             

of the fashion industry, and proposes an effective LOHAS marketing strategy for the domestic fashion market.             

Data were collected from Naver, Google and Daum from 2005 (when LOHAS began to be recognized) to October             

31
st 

2010. We searched the research material with keywords related to the research subject (such as eco, green,             

well being, echo-friendly, LOHAS,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green management) to conduct           

a theoretical and exploratory study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e data are analyzed with three types             

such as personal value of eco-friendly fabric, economical value of recycled fabric and re-use or re-form, and             

social-ethical value of distribution and promo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LOHAS marketing activities             

focused on personal values and social-ethical values (rather than economical value) and from an eco-friendly             

management centered on merchandise; in addition, an eco-friendly supply chain management incorporated           

with a management system were applied. LOHAS marketing strategies at home and abroad revealed some             

differences in the cases of eco-friendly fabric, recycling, and fair trade.

Key words: LOHAS marketing,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로하스 마케팅,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I. 서  론

현대 사회의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      

요와 문명의 즐거움을 맞이하였지만, 상업주의 팽배     

로 인한 따뜻함이 사라지고 생명경시, 에너지 위기와      

공해, 수질오염 등 사회에 만연된 문제로 인하여 자연       

의 순수성과 정신적 여유로움, 인간성의 회복을 갈망      

하고 있다. 그 중심이 바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며, 최    

근 ‘녹색성장’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는 범국    

가적인 관심사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에코, 그린, 친환경,    

웰빙, 로하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그린경영 등 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후대에게 물    

려줄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그 뿌리가 있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필요성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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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됨에 따라 로하스의 개념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로하스는 자신의 건강과 삶만을 중요시하는 웰빙에     

서 한 단계 발전하여 나아가 인류의 안녕을 위하는 현        

대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시       

작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국내 사회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서 정부와 사회단체, 소비자들까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로하스는 전 세계의 기업과 소비       

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의 하나이다. 이미      

아시아에서 로하스는 변화의 움직임 차원을 넘어 브      

랜드로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로하스 지      

향의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로하스 소비자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단     

지 기능이나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비용을 더 지불하      

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패션     

기업들은 이윤 뿐 아니라 이제 사회공익까지 추구해야      

하며, 부상하는 윤리적 소비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로하스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소비      

자의 환경적 욕구를 파악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환경      

적 이미지를 경쟁기업보다 더 바람직하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마케팅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이미지 포지셔닝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 친환경 로하스 개념을 마케팅에 적용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자사의 이미지와 특성에     

맞는 로하스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기적 측면의 그린 또는 웰빙 마케       

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환경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녕을 위하는 이타적 측면을 가미한 패션산업의 로      

하스 마케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패션시장에      

서의 효율적인 로하스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로하스 마케팅

1) 로하스 개념

‘로하스(LOHAS)’는 미국의 Natural Marketing Institute    

(as cited in Park, 2008)가 2000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      

자이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      

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       

는 현명한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서, 개인     

중심의 웰빙을 넘어서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신의 건     

강과 행복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녕,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     

턴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로     

하스가 소비트렌드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부터 로하스 소비자들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오고 있다(Kwon et al., 2006). 로     

하스라는 용어가 탄생한 이후에, 비슷한 가치관과 선     

호도를 가진 기업과 개인, 전문가들의 연계가 더욱 강     

화되고 확산되었다. 

웰빙, 에코와 로하스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면 웰     

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로하스     

는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로     

서 개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이웃, 더 나아가 후손들까     

지 고려한 사회적 웰빙을 의미한다(Ha & Park, 2009).     

그리고 한국로하스협회 자료(“Eco”, 2007)에서 로하    

스와 에코의 차이점을 로하스는 환경과 개인의 생활     

을 동등하게 중시하여 자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지구환경을 고려하지만 에코는 개인보다     

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을 일부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로하스가 소비행동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에코는 과학기술과 정책으     

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의 실현이라는 궁극     

적인 목표는 동일하나, 접근방식 및 실행방법에 있어     

로하스는 개별상황에 맞는 폭넓은 선택을 인정하고자     

하며 에코는 다소 의무적이고 교훈적인 실천주의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로하스는 이와 같이 현대생활이 주는 여러 가지 혜     

택을 희생하지 않고도, 건강, 환경, 사회를 고려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가치관     

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린, 에코, 슬     

로라이프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래서 로하스는 ‘세련     

되고 자유도가 높은 에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지     

세련되거나 자유로운 것 이상의 더 넓은 의미를 나타     

내고 있다. 한마디로 로하스는 에코, 웰빙, 그린, 슬로     

라이프 등을 느슨하게 연결한 보다 유연하고 폭넓으     

며 조화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co”, 2007).

2) 패션업체의 로하스 마케팅 의미와 필요성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생활스타일 로하스 열풍의     

영향으로 패션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뉴욕,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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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소매점과 백화        

점들은 비닐을 대신해 종이로 만든 쇼핑백이나 재사      

용이 가능한 면 소재 쇼핑백을 판매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의 패션리더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대중      

에게 파급되면서 ‘에코백’이 유행하게 되었다. 각 브랜      

드의 ‘에코백’을 소장하려는 콜렉터가 생겨나는가 하     

면 영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에서부터 명품 브      

랜드 ‘구찌’까지 여러 브랜드에서 오가닉 코튼으로 만      

든 티셔츠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청바지, 티셔      

츠 등 캐주얼 의류는 물론 아웃도어 의류, 남성 정장        

까지 친환경 의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LG패션이 자체 조사한 상반기     

패션계의 3대 키워드 안에 로하스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The LOHAS”, 2005) 2006년경부터 로하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기업 및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남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자’의 로하스       

웰빙은 서서히 그 영역을 문화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       

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건강과 환경을 주제로 한 상       

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LOHAS Certification”, 2006)에   

서 ‘대한민국 LOHAS 인증(Korea LOHAS certi-fication)’     

제도를 마련하여 로하스 인증 및 시상을 하고 있다. 패        

션과 뷰티분야에서도 트렌드 안에서 그 가치를 진화시      

켜 나가고 있으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일부 뷰티업체에      

서 LOHAS 인증을 획득하였다. 인증 제도를 실시함으      

로써 국내 초기 로하스 시장의 선점 및 새로운 경쟁우        

위 확보, 건강/환경/사회친화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 효과 발생, 기업       

경쟁력 및 수익증대,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들과 신뢰관계 구축, 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환경개선      

효과 유도, 친환경 공급망 관리 및 활용 등의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국외의 로하스와 관련된 인증(“LOHAS     

Related Certifications”, 2009)과 비교해 볼 때 개인 건       

강(personal health), 공정한 노동과 윤리(fair labor &      

ethical), 그린빌딩 및 업무(green building & business),      

생태제품(ecological products)의 다양한 각도에서 제3자    

의 로하스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품질      

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로하스 구매결정      

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외에 비해 객       

관적 인증 기준 및 소비자들의 인식률이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객관       

적 인증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부터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와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을 통해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A change”, 2008).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윈     

윈(win-win) 구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킨다     

는 개념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하여 산업성장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     

과 환경보호, 생활혁명까지 유도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에 있어서 로하스의 역할에 대해 Korea LO-     

HAS Association(“Trends and roles”, 2008)에서는 사회     

와 조화로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며, 건강한 소비를 강조하는 로하스 소     

비문화의 확산은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구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로하스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개념과 유사하고,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로하스 산     

업은 저탄소 녹색산업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로하스 가치관, 소비문화, 산업     

은 가치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녹색기술과 산업이 실제적인 신 성     

장 동력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견인     

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로하스 마케팅은 제품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와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신뢰     

를 얻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기업     

의 미래 투자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기업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안고 이윤을 창출하     

는 것은 마케팅 전략으로 살 수 없는 미래 가치와 소비     

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가장 경제적인 방법     

이다.

패션업체의 로하스에 대한 인식은 로하스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한 Park(2008)의 연구     

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로하스 트렌드는 패션브랜드     

의 마케팅 전략에 오가닉을 중심으로 한 상품 개발, 윤     

리적 디자인의 개발 및 홍보, 환경 중심의 친환경 디자     

인 개발 및 보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오가닉을 중심으로 한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으로 접근한 대표 브랜드는 파타고니아, 라코스테, 베     

이직하우스, 리바이스, 드레스투킬이고, 윤리적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는 이바나     

수호텐, 카미스키, 아만다 시, 디젤, 폴햄, 지오지아이     

다. 그리고 앤야 힌드마치, 에르메스, 맥카트니, 막스앤     

스펜서, 베네통, 오즈세컨에서는 환경 중심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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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및 보급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       

하였다.

패션업체의 로하스 마케팅은 웰빙의 마케팅적인 개     

념을 넘어 친환경을 키워드로 한 상품포장과 상품군,      

매장디자인, 건물 외관, 광고 등 조직, 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     

일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비롯해 유통, 조직문화로까     

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3) 로하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로하스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패션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로하스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연구유형은 기초연구, 로하     

스 관련 디자인 연구, 로하스 소비실태에 관한 연구, 로        

하스 행동 및 의식수준에 관한 연구, 로하스 관련 마케        

팅에 관한 연구로 크게 분류되었다.

기초적인 연구는 오가닉, 웰빙 등 로하스 관련 트렌       

드 연구(Cho 2006; Paik, 2003; Shin, 2009)와 지속가능       

성 개념에 근거한 로하스 척도 개발 연구(Choi, 2010)가       

진행되었고,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Kim et     

al., 2010)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Choi(2010)는 로하스     

를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     

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시킴으로써, 연구에     

서 개발된 로하스 척도가 보다 정확한 의미의 로하스       

생활자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로하스 관련 디자인 연구는 로하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에 비해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      

으며 디자인의 특성이나 디자인 요소(Baik, 2004; Cho,      

2009; Ha, 2009; Park, 2006)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Ha(2009)는 친환경 패션에 나타      

난 가치를 개인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분       

류하였으며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도와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요구하는 수준 또한 상당      

히 높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친환경 패션의 전문가      

집단에서는 소비자 관점의 개인적, 환경적, 경제적, 사      

회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패션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로하스 관      

련 디자인 연구는 로하스 직물 및 패션디자인 연구(Kim,       

2010; Kim, 2008) 뿐 아니라 웹사이트, 플래그쉽 스토       

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로하스 개념을 확대하여 연구      

(Kim, 2007; Oh, 2007)가 진행되고 있었다.

로하스 소비실태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로하스의     

식과 소비태도(Ahn et al., 2009; Kim, 2009a; Ko, 2008),     

로하스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요인(Bae, 2010; T. B.     

Kim, 2009)들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로하스 의식     

은 연령, 경제력, 건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타적 성     

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로하스 상품소비     

는 성별, 연령, 경제력, 결혼여부, 건강 등에 영향을 받     

는다. 로하스 상품소비 역시 이타적 성향과 로하스 의식     

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로하스 상품소비를 저해하     

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로하스 제품의 가격문제와 구입     

처 등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하였고 홍보나 의식증진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Ko,     

2008).

그리고 로하스 행동 및 의식수준에 관해서는 로하스     

관련 의류제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Tack,     

2005)과 오가닉 제품의 인지도, 중요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Gong, 2009)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로하스 관련 디자인 연구에 비해 로하스 마케팅 연     

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그린마케팅과     

같은 로하스 관련 마케팅 전략(Han, 2007; Heo, 2009;     

D. Y. Kim, 2009; Kim, 2009b; Park, 2008)이나 인지     

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Hwang, 2010; H. J. Park,     

2008), 성공적인 기업이미지 제고 등에 관한 연구(Youn,     

2006)가 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로하스가 차세대의     

메가트렌드로 인식되며 로하스를 테마로 한 비즈니스     

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로하스 마케팅에     

관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포지셔닝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개념은 패션기업의 가치    

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기업이미지는 기업을 계속 성장시키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패션기업의 이미지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     

요소로서 기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브     

랜드 수명주기에 따른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나     

가야 한다.

‘지속가능한’이란 용어는 1972년 스위스 스톡홀름에    

서 열렸던 ‘인간환경에 대한 유엔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발     

전관계를 논하면서 파생되었다. 1972년 6월 5일 열린     

이 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구호 아래 지구의     

환경문제를 논하게 되었고 세계 환경의 날은 이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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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하는 것이다. 이듬해 UN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지     

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       

이라 정의한 바 있으며, 1974년 멕시코 UN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Song, 2010).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와     

균형적인 발달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환경적,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       

고 때로는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는 용어는 1987년 유엔 산하의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조화로운 경제 개발을 주       

창하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Kang & Jin, 2006). 이러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용한 경영이 바로 지       

속가능한 경영으로 이것은 친환경 경영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Kang and Jin(2006)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에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    

하고, 일관된 친환경 시스템 아래에 기업들 간의 발생       

하는 수요와 공급의 과정이 진행되는 친환경 공급사      

슬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친환경 시스템은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자원과 정보, 혜택 등을 공        

유하여 산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는     

친환경 공급사슬 모델에서 제품 디자인, 생산, 판매 및       

사용, 재활용 및 폐기의 네 단계를 고려한 개발에 중        

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포지셔닝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과 노력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활       

동 내용이 변화한 것이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처음에는 규제와 거래 제약요건 등에 대응해 위험요소      

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동적인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      

다. 따라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한 기업활동도 단순히      

규제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며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 경영을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포지셔     

닝 전략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       

비자의 친환경적·윤리적 구매성향의 확산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비한 거시적 차원의 적극       

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포       

지셔닝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기     

업의 이미지 창출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지속적인 기업활동들이 요구된다.

Youn(as cited in Kim, 2009b)은 기업이미지 관리의     

목적을 기업 내의 모든 사정, 즉 기업의 실체를 더 높     

은 차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기업이미지     

를 기업 내·외집단과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이렇     

게 설정된 기업이미지에 기업실체를 접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기업의 실체를 정보     

화시키는 계속적 평가시스템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기업들은 경제, 사회, 환경적 성장가능성을     

사업 전략으로 집약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내재된    

기업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경쟁회사를 제치고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포지셔닝 전략은 최소의 비     

용으로 최대의 잠재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적     

마케팅 포지셔닝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환경적     

성장가능성을 사업 전략에 집약시킨 전략으로 소비자     

의 환경적 욕구를 파악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환경적     

이미지를 경쟁기업보다 더 바람직하게 소비자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업체의 지속가능한 기업이     

미지 포지셔닝을 위한 수단으로서 로하스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패션산업의 로하스 마케팅 사례를 조     

사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유형별 로하스 마케팅 특징을 마케팅 믹스 차원     

에서 접근하여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 구     

글(Google), 다음(Daum)의 기술된 모든 자료 중 국내     

에서 로하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에코, 그     

린, 친환경, 로하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그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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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색하였고, 로하스 마케팅의 개      

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패션업체의 자료들에 한      

정하여 가감 없이 수집, 분석하였다. 정해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나 내용이 불충분한 항목에 있어서는 패션     

업체의 이름으로 재검색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     

을 거쳤다. 연구대상은 국내·외 전반적으로 친환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패션업체의 모든 마케팅적 행위      

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함께 질적 분석의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집     

된 자료를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다시 마케      

팅 믹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환경      

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였던 Ha(2009)의 분      

류기준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중에서 환경적     

가치는 로하스 마케팅에 있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가치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윤     

리적 가치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       

였다. 개인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가치에 해당되는     

자료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유형       

분류하여 세분화 할 수 있었다.

4. 용어정의

· 개인적 가치: 안정성, 편리함, 즐거움과 같은 육체       

적 건강과 행복과 편안함에 대한 정신적 만족, 인류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인간 본연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       

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개인       

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가치추구 유형으로 오가      

닉 소재와 웰빙 소재,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여 옷, 소        

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오가닉 소재는 일      

체의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자재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유기농 소재를 의미하며, 웰빙     

소재는 제조과정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생분해     

가 가능하여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념과 인간의 생리적 만     

족과 건강을 고려한 인간친화적 개념을 포함한 소재     

를 의미한다. 그리고 생분해 소재는 폐기 후 미생물에     

의해 무해 물질로 자연 분해되는 섬유를 말한다.

· 경제적 가치: 디자인의 단순함 강조, 비싸지 않고     

지역적으로 가능한 재료의 사용, 제작의 용이성, 재고     

품과의 결합 등을 내포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과 같     

은 자원의 경제성 뿐 아니라 시간 측면과 기능 측면에     

서의 경제성을 포함한다. 유형은 재활용원사와 재활용     

으로 분류하였다. 재활용원사는 폐제품을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원사를 뽑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의     

미하고, 재활용은 원단 자체의 성질을 훼손하지 않고     

변형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를 일컫는다.

· 사회·윤리적 가치: 공정무역, 공정한 정책, 선한     

고용, 작업조건, 공동체 투자, 지역경제 지원, 참여 등     

타인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전체의 공     

동선을 지향하며, 세계 경제와 문화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윤리적 가치는 유통과 프로모션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유통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물품의 제작부     

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무역     

하는 공정무역을 포함시켰다. 사회·윤리적 가치에서    

의 유통은 상품에만 국한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기업활동이 친환경적이라는 적극     

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윤리적 가치활동에 포함시킨     

프로모션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 진행     

Table 1. Standard of LOHAS marketing classification in fashion companies 

Personal values Eco friendly fabric
· Organic fabric, Well-being fabric

· Biodegradable fabric

Economic values
Recycled yarn

Recycling 

Social-ethical values

Distribution
· Eco-certification & Labeling

· Fair trade

Promotion

· Company-oriented promotion

· Consumer-oriented promotion

· Cross-oriented promotion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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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모션 활동이 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가치개념으로 보았다.     

프로모션은 기업지향 프로모션의 판매촉진, 증정 이     

외에도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지향 프로모션과     

기부, 지원·후원과 같은 상호지향 프로모션으로 유형     

화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패션브랜드의 로하스 마케팅 유형

1) 국내

국내 패션브랜드의 로하스 마케팅 사례를 분석한 결      

과 <Table 2>와 같이 유형화 되었다. 분류기준에 따       

른 복수항목 분류를 인정하여 빈도를 측정하였고, 총      

브랜드 빈도수는 243개로 확인되었다. 기업 자체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소속 브랜드가 모두 참여했다      

고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모든 브랜드를 빈도수에 포      

함시켰다. 또한,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로하스 마케       

팅을 전개할 때 패션업체인 경우만 빈도수에 포함시      

켰다. 브랜드는 그 특성에 따라 유·아동복, 아웃도어,      

남녀캐주얼, 여성복, 남성복, 남·여성복, 이너웨어, 디     

자이너, 교복, 패션잡화, 재활용전문, 패션잡지, 유통     

의 1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패션브랜드의 로하스 마케팅 유형은 개인적 가      

치가 81개(33.3%), 경제적 가치가 22개(9.1%), 사회·윤     

리적 가치가 140개(57.6%)로 사회·윤리적 가치의 빈     

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로하스 마케       

팅을 진행할 때 마케팅 전략으로 경제적 가치보다 개인       

적 가치와 사회·윤리적 가치를 좀 더 우위에 두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 가치에 해당하는 ‘친환경 소재’는 ‘오가닉 소      

재/웰빙 소재’가 79개(97.5%), ‘생분해 소재’가 2개(2.5%)     

로 나타났고, ‘오가닉 소재/웰빙 소재’에서 이너웨어가     

29개(36.7%), 유·아동복이 21개(26.6%)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신        

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이너웨어와 유·아동들의     

민감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동복에서 ‘오가닉     

소재/웰빙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활용원사’는 7개(31.8%),    

‘재활용’은 15개(68.2%)의 빈도수를 각각 기록하였는    

데, 아직까지는 공정과정의 비용문제가 있는 ‘재활용     

원사’보다 ‘재활용’이 경제적 가치 면에서 우위를 점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활용원사’에서는 아웃도     

어 브랜드가 6개(85.7%)로 압도적인 빈도수를 기록하     

였는데, 이는 기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의 특성상 기능적으로 우수한 신소재를 가장 빠르게 도     

입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또한 아웃도어는 자연에서 활동하는데 적합하도록 만     

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아웃도어 브랜     

드의 이미지가 친환경 소재가 주는 이미지와 부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타 복종에서도 ‘재활용원사’에 대     

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은     

기존 브랜드에서 일부 재활용상품의 판매를 보여주고     

있지만 재활용전문 브랜드의 빈도수가 8개(53.3%)로 재     

활용전문 브랜드에서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가치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비     

교적 낮게 나타남으로써 기업들이 로하스 마케팅을 할     

때 경제적인 이점보다는 개인이나 사회·윤리적 가치     

에 중점을 두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사회·윤리적 가치에서는 ‘유통’이 22개(15.7%), ‘프    

로모션’이 118개(84.3%)의 빈도로 ‘유통’과 관련된 측     

면보다는 ‘프로모션’ 측면에서의 로하스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통’에서     

는 ‘친환경 인증 및 라벨’이 19개(86.4%)의 빈도로 ‘공     

정무역’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다양한     

로하스 인증 라벨이 탄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에서 다양한 친환경 인증 및 라벨들을     

획득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무역’은 현재는 3개(13.6%)의 빈도로 미약     

하지만, 제3세계의 노동력 착취문제가 수면위로 계속     

해서 떠오르고 있고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는 만큼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무역’에 관련     

된 마케팅이 앞으로 더욱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     

로모션’에서는 ‘기업지향’이 21개(17.8%), ‘소비자지향’   

이 44개(37.3%), ‘상호지향’이 53개(44.9%)로 기업에서    

프로모션을 진행 할 때, 사회>소비자>기업의 순으로     

중점을 두고 로하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지향’에서는 ‘전략상품 개발’이 6개     

(28.6%), ‘품평회 & 패션쇼’가 5개(23.8%), ‘화보촬영’이     

4개(19%), ‘콜라보레이션’이 5개(23.8%)로 각 항목별로    

비슷했고, ‘브랜드 이미지 전달’은 1개(4.8%)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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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LOHAS marketing in domestic fashion brands (Unit: number) 

Personal

values

(81)

Eco friendly

fabric

Organic fabric, Well-being fabric (79) Biodegradable fabric (2)

-

*Kidswear: 21

*Outdoor: 6

*Casual: 6

*Womenswear: 7

*Menswear: 6

*Men/Women's Wear: 2

*Innerwear: 29

*Accessory: 2

*Womenswear: 2

Economic values

(22)

Recycled yarn (7) Recycling (15)

-

*Outdoor: 6

*Womenswear: 1

*Womenswear: 1

*Menswear: 1

*Casual: 1

*Designer: 2

*Accessory: 1

*Distribution: 1

*Recycling Brand: 8

Social-ethical 

values

(140)

Distribution 

(22)

Eco-certification & Labeling (19) Fair trade (3)

-

*Outdoor: 1

*Casual: 7

*Womenswear: 2

*Menswear: 1

*Men/Women's Wear: 3

*Uniform: 1

*Accessory: 3

*Distribution: 1

*Womenswear: 1

*Designer: 1

*Recycling Brand: 1

Promotion 

(118)

Company-oriented (21) Consumer-oriented (44) Cross-oriented (53)

Strategic product development (6) Consumer engagement (25) Donation (33)

*Outdoor: 1

*Casual: 4

*Accessory: 1

-Exhibition (6) *Outdoor: 5

*Casual: 10

*Womenswear: 9

*Menswear: 1

*Accessory: 1

*Recycling Brand: 2

*Fashion magazine: 1

*Distribution: 4

*Outdoor: 1

*Casual: 1

*Womenswear: 1

*Menswear: 1

*Recycling Brand: 2

Fair & Fashion shows (5)

*Outdoor: 1

*Casual: 1

*Womenswear: 1

*Innerwear: 2

-Experience (6)

*Kidswear: 3

*Outdoor: 1

*Womenswear: 1

*Distribution: 1

Illustrated magazine photographs (4) Support & Sponsorship (20)

*Casual: 1

*Womenswear: 1

*Fashion magazine: 2

*Casual: 1

*Kidswear: 7 

*Outdoor: 1

*Casual: 2

*Womenswear: 2

*Innerwear: 7

*Recycling Brand: 1

-Contest (3)

*Kidswear: 1

*Casual: 1

*Distribution: 1

Collaboration (5)

*Casual: 1

*Womenswear: 3

*Distribution: 1

-Consumer education (5)

*Outdoor: 4

*Distribution: 1

Gift (19)Brand image communication (1)

*Kidswear: 14

*Menswear: 1

*Accessory: 1

*Distribution: 3

*Casu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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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빈도를 보였다. 브랜드별 빈도에서는 남녀캐주얼     

이 8개로 가장 높았고, 여성복이 4개, 아웃도어가 2개로       

그 뒤를 따랐다. ‘소비자지향’에서는 ‘소비자 참여’가     

25개(56.8%), ‘증정’이 19개(43.2%)로 소비자 참여가    

약간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 참여’의 하위 유형         

별 빈도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증정’에서는 유·      

아동복이 14개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      

으로는 유통업체에서 3개의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구매고객인 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무상 증정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다른 복종에서도 적절      

히 활용한다면 잠재고객의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상호지향’에서는 ‘기부’가 33개(62.3%),    

‘지원 & 후원’이 20개(37.7%)로 기부가 더 높은 빈도       

를 보였다. ‘기부’에서는 남녀캐주얼이 10개, 여성복이     

9개, 아웃도어가 5개의 빈도수로 의류브랜드에서 활발     

한 기부활동을 벌였고, 다음으로는 유통업체가 4개로     

그 뒤를 따랐다. 의류브랜드의 티셔츠 판매 수익금을      

통한 ‘기부’ 프로모션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간편하고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가격부담을 덜어주어 프로모션    

활동이 성황리에 전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원 &      

후원’은 유·아동복이 7개, 이너웨어가 7개로 둘 다 높       

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이들 브랜드는 기업 자체에서      

‘지원 & 후원’ 프로모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념이 사회환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     

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원         

& 후원’은 ‘기부’에서 좀 더 발전된 유형으로 유·아동       

복과 이너웨어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에게 기존 의류브     

랜드의 ‘기부’ 프로모션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타 복종의 패션브랜드에서도 가장 고차원       

적인 ‘지원 & 후원’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소       

비자들에게 기업의 윤리의식을 알리고 기업이미지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     

야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로하스 전략상품의 판매 수       

익금이나, 수익금 외의 또 다른 유형의 기부를 고안한       

차별화된 접근으로 소비자지향의 프로모션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국외

국외 로하스 마케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로하스 마케팅을 시행한 브랜드의 유형과 다른 사례가      

있어 새로운 항목을 가감하여 브랜드를 유·아동복,     

아웃도어, 남녀캐주얼, 남성복, 이너웨어, 디자이너,    

패션잡화, 의류생활용품, 재활용전문, 유통, 럭셔리 브     

랜드의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와 다른 유형     

인 의류생활용품 사례에는 무인양품(無印良品), 퍼네    

이쳐(Furnature)가 포함되었고, 럭셔리 브랜드에는 구    

찌(Gucci), 랑콤(Lancome),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버버리(Burberry)가 포함되었다. 국외 패션브    

랜드의 로하스 마케팅 유형은 한정된 포털사이트에서     

국내에 소개된 국외 사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내     

에 비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훨씬 많은 브랜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Table 3>에서처럼 국내보     

다 빈도수가 적게 나타났다.

개인적 가치의 ‘오가닉 소재/웰빙 소재’가 51개(98.1%),     

‘생분해 소재’ 1개(1.9%)로 나타났고, 국내에서는 ‘오가     

닉 소재/웰빙 소재’가 유·아동복, 이너웨어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국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이는 국내가 국외에 비해 로하스 마케팅에 있어     

서는 초기단계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너웨어와     

유·아동들의 민감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동복     

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국외에서는 이미 이 단계를 지     

나 전체 의류브랜드로 확산되어 활발하게 ‘오가닉 소     

재/웰빙 소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친환경     

상품의 배송포장지까지도 ‘오가닉 소재/웰빙 소재’를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국외의 유통업체는     

국내의 유통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발주하여 상품을 자     

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오가닉 소재/웰빙 소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디자이     

너,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로하스에 관심을 가지고 ‘오     

가닉 소재/웰빙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활용원사’는 1개(5.9%),    

‘재활용’은 16개(94.1%)의 빈도를 각각 기록하였는데,    

‘재활용’에 있어서는 재활용전문 브랜드가 9개, 디자     

이너 브랜드가 4개의 빈도수를 보였다. 국내처럼 재활     

용전문 브랜드가 등장해 전문화된 재활용상품을 다양     

하게 선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와 차별적으로 디     

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다.

사회·윤리적 가치에서는 ‘유통’이 11개(30.6%), ‘프    

로모션’이 25개(69.4%)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통’의 ‘공정무역’은 국내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약한 전개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외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브랜드에서 ‘공     

정무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창시부터 ‘공정     

무역’을 모토로 삼고 전개하는 브랜드도 상당수 있었     

다. ‘프로모션’에서의 ‘상호지향’에서는 국외의 경우 일     

찍부터 로하스 마케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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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지향’의 프로모션보다는 이미 가장 고차원적인 프     

로모션인 ‘상호지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었     

다. ‘상호지향’에서도 럭셔리 브랜드가 4개의 빈도수     

를 보이며, 타 항목의 브랜드와 비슷한 수를 보였다.

디자이너, 럭셔리 브랜드에서의 로하스 마케팅 전     

개는 이를 구매하는 고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이미 로      

하스 상품을 선호하며 사회적으로 로하스에 대한 관      

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친환경 공급사슬 관리를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하여     

런칭하는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      

드들은 로하스 개념을 브랜드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패션브랜드에서 지향해야 할 모범     

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2. 패션업체의 로하스 마케팅 믹스 전략

패션업체들의 유형별 로하스 마케팅 특징을 마케팅     

믹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제품     

전략은 ‘친환경 소재’, ‘재활용원사’ 및 ‘재활용’과 ‘친환     

경 인증 및 라벨’ 유형분류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친환     

경 제품라인 개발 강화, 디자인성이 가미된 제품 출시,     

재활용원사 소재의 제품 출시, 폐기되는 자원 활용, 폐     

의류 및 재활용의류 부자재 활용, 인증 라벨 획득으로     

상품과 브랜드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격 전     

략은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고가격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친환경 소재’     

는 독특하고 디자인성이 있는 오가닉 코튼 상품 등을     

Table 3. Frequency of LOHAS marketing in foreign fashion brands (Unit: number) 

Personal

values

(52)

Eco friendly

fabric

(52)

Organic fabric, Well-being fabric (51) Biodegradable fabric (1)

-

*Kidswear: 1

*Outdoor: 4

*Casual: 19

*Menswear: 2

*Innerwear: 3

*Designer: 10

*Accessory: 2

*Clothing Household: 2

*Distribution: 5

*Luxury Brand: 3

*Outdoor: 1

Economic values

(17)

Recycled yarn (1) Recycling (16)

-

*Designer: 1 *Outdoor: 1

*Casual: 1

*Designer: 4

*Recycling Brand: 9

*Distribution: 1

Social-ethical 

values

(36)

Distribution

(11)

Eco-certification & Labeling (0) Fair trade (11)

-
-

*Casual: 6

*Designer: 1

*Distribution: 4

Recycling 

(25)

Company-oriented (3) Consumer-oriented (6) Cross-oriented (16)

Strategic product development (1) Consumer engagement (4) Donation (14)

*Designer: 1 -Experience (1) *Kidswear: 1

*Casual: 4

*Outdoor: 1 

*Accessory: 3

*Distribution: 1

*Luxury Brand: 4

*Luxury Brand: 1

-Contest (2)

*Casual: 1

*Distribution: 1

-Consumer education (1)

*Distribution: 1

Fashion shows (2) Gift (2) Support & Sponsorship (2)

*Distribution: 2 *Outdoor: 1

*Distribution: 1

*Outdoor: 1

*Casu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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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재활용’은 국내 생산과 수작업을 지향해 원가 자체가      

높고 재활용원단 수거나 세탁 때문에 업사이클링(upcy-     

cling)이나 리자인(recycle+design) 제품 개발을 통한 차     

Table 4. Strategy of LOHAS marketing mix in domestic fashion brands

PRODUCT

Eco friendly 

fabric

1) Reinforcement of echo-friendly products development 

- Segmentation of eco-friendly products - organic products, LOHAS products, and harmful     

environment protection products

- Expansion of organic lines 

- Development of various eco-friendly products from clothing to equipment

-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up to subsidiary materials except for fabrics 

- Natural dyeing, eco-friendly dyes

2) Launch of products with designs

Recycled yarn

& Recycling

1) Launch of products made with recycled yarn

2) Utilization of disused resources 

- Reuse of industrial wastes such as billboards, banners, posters, and license plates

3) Utilization of subsidiary materials of discarded and recycled clothes

- Reuse of discarded clothes, fabrics, buttons, and waste props 

Eco-certification 

& Labeling 

- Establishment of reliability of products and brands by certification (green label, Oeko-tex
®     

Standard 100) 

Fair trade
- Use organic cotton only produced by Indian farmer community union, and each product is     

certified for fair traded cotton by FLO

PRICE

Eco friendly 

fabric

1) Release with a reasonable price 

- Development of organic cotton products of unique and design 

- Release underwear suitable for children's skin at a price of lower than 10,000 won

Recycling

1) High price 

- Most recycling oriented brands aim for domestic production and handwork; however, the cost     

is prohibitively high for the collection and cleaning of recycled fabrics

PLACE

Recycling

1) Expansion of distributers by recycling brands 

- Opening of large distributers and recycling oriented brand shops for sales of recycled fashion     

products which have been sold through Internet shopping malls

Eco-certification 

& Labeling

- Cyclic eco-friendly supply chain management through the acquisition of ISO14001/bluesign/     

GOTS/IMO

Fair trade - Fair trade oriented on-line and off-line shopping business 

PROMOTION

Eco friendly 

fabric

1) Participation of Consumers

- Opening of display space, contests and DIY class for communications 

2) Driving profit donations and fund-raising campaigns 

Recycling

1) Up-cycling campaign 

- Promotion of value consumption through the remaking of donated clothes into new products 
. Presentation of green products for old clothes donation, and offering discounts for purchase 
. Recycling exhibition 

2) Social return: profit donations, creation of jobs for the community

Fair trade - Sharing fashion shows

Promotion

1) Exhibitions

- Product exhibition for LOHAS strategy 

Exhibitions of green products and the introduction of eco-lines through shows to release products     

(organic T-shirts, organic bags, and organic accessories) that include a strategic message

- Exhibitions for a strategic message transmission campaign 

Product exhibition to transmit and campaign for a strategic messag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child welfare, health, and environmental fashion ethics

- Exhibitions for experiencing the consumer culture

Space preparation for consumers to experience culture through planned exhibitions every month 

2) Fashion shows

-  Producing of green fashion shows using gree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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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된 부가가치 상품으로 고가격 전략을 추구하고 있      

었다. 유통 전략은 ‘재활용’, ‘친환경 인증 및 라벨’, ‘공        

정무역’에서 도출되었는데 재활용 브랜드의 유통업체    

확대, ISO14001, 블루사인, GOTS, IMO획득에 의한     

순환적 친환경 공급사슬 관리, 공정무역 전문 온/오프      

라인 쇼핑몰 운영을 추진하고 있었다. 홍보 전략은 ‘친       

환경 소재’, ‘재활용’, ‘공정무역’, ‘프로모션’ 유형에서     

파악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친환     

경 소재’에서는 제품제작의 소비자참여와 판매 금액     

의 수익금기부 및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재활용’에     

서는 폐의류를 기부 받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가치소비를 촉진시키는 업사이클링 캠페인과 수익금    

기부, 지역사회 일거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환원에 초       

점을 맞춰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공정무역’은 공       

정무역 나눔 패션쇼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프로모션’     

에서는 전시회, 패션쇼, 화보촬영, 콜라보레이션(제품    

출시, 프로젝트 진행, 증정), 체험프로그램, 공모전, 소     

비자 교육, 기부, 지원 & 후원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     

고 있었다(Table 4).

그리고 국외의 로하스 마케팅 특징을 마케팅 믹스 차     

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제품 전략은 다양한 로하     

스 마케팅 유형에서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략과 유사하     

게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와 차별화된 제품 전략은 ‘친환     

경 소재’의 에코스페셜 리미티드 아이템 출시 전략, ‘친     

환경 인증 및 라벨’의 친환경 등급의 차별화 전략, ‘공정     

무역’의 현지 디자이너와 연계한 디자인 개발, 제품생     

산경로 추적 등이 있었다. 가격 전략은 ‘공정무역’을 통     

해 일반제품보다도 저렴한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홍보 전략과 유통 전략은 국내에서 진     

행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정무     

역’ 부문에서 국내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     

다(Table 5).

Table 4. Continued

PROMOTION Promotion

3) Illustrated magazine photographs
- Poster shooting as a magazine publisher campaign in collaboration with supportive fashion brands
- Producing a charity illustrated magazine within fashion magazine publishers themselves for     

the campaign 
4) Collaboration 

- Product launches
Product launches through a collaboration with famous artists as a campaign
(Organic T-shirts tags made with organic recycled paper and organic bags) 
: Part of the profits are donated to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s or environmental groups

-  Project initiatives
Initiate a project for recycled clothes and brands that are recycle oriented 

- Presentation 
Eco-bag presentation made by through a collaboration with global designers 

5) Experience program
- Preparation of space for the experience of green culture 

(Operation of eco farms, arboretums, outside theaters, nature experiencing places, ecological     
park visiting, and science camps for children) 
Making of eco printed T-shirts, eco bags, hand-made soaps, and recycled ornaments

6) Contest
- Contests for eco bag designs and children's works made with recycled materials based on a love     

for the environment
7) Education for consumers 

- Operation of portal sites composed of green related information that promote the green con-sumption     
recognition level by consumers

8) Campaign for a event 
- Changing old T-shirts with green campaign T-shirts, and campaigning to promote a message     

by attaching it to a bus for endangered spec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9) Donation 

- Donation for production and marketing
Donation of a part of or total profits introduced by production and marketing of T-shirts,     
shoes, eco products (eco-bags and eco-T-shirts), and bags to special organizations and foundations,     
social services, environmental groups, and children's welfare groups

- Projects and events to suppert donations
Donation of the profits achieved by marketing products with defects at a 50% discount     
Donation of the profits achieved by marketing of a charity illustrated magazine to charity groups

10) Support and sponsor 
- Programs to support and sponsor those in need as well as Third World Children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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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ategy of LOHAS marketing mix in foreign fashion brands

PRODUCT

Eco friendly 
fabric

1) Enforcement of eco friendly product development 
- Expansion of organic lines 
- Product launching classified by green collection, eco friendly materials, recycled goods, and            

Bio-Degradable fabric groups 
- Expansion of the utilization ratio of organic cotton 
- Launching products with natural dyes, eco friendly dyes, and minimal dyes

2) Launching of eco-special limited products 

Recycling

1) Utilization of wasted resources 
- Industrial waste 
- Daily life waste 

2) Utilization of recycled clothes 
- Dresses made with recycled clothes such as trench coats and jeans
- Recycling of military uniforms, operating gowns in hospitals and sails
- Recycling of men's shirts 

Eco-certification 
& Labeling 

1) Development of products made with cotton certified by the best organic certification authority or              
the ECOCERT label 

2) Differentiation of green degrees 
- Introduction of green labels

Fair trade

1) Investment and support for the exploring green material and production methods 
2) Development of new designs in cooperation with local designers 
3) Tracking of production channels 
- Construction of Made-By systems through hang tag codes

Promotion
- Opening of the whole production processes through the campaign of ‘Look behind the Label’
- Construction of reliability about the products and brands through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label (green label, Oeko-tex® Standard 100)

PRICE Fair trade 1) Lower price compared to general products

PLACE Fair trade

1) Reasonable distribution structure: Including of least businesses or groups based on direct            
dealing 

2) Diversifying of distribution lines 
- Opening of special on-line marketing sites 
- Catalogue marketing 
- Delivery promotions to departments stores

PROMOTION

Recycling
- Demand creation by consumer participating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of some goods designed by consumers

Fair trade

1) Promotion and campaign for a fair trade 
- Seminars for a fair trade, and promotion and marketing of products through the fair trade expo 
- Events for a fair trade 
- Fair trade town systems
-  Release of catalogues

2) Support for a fair trade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3) Active participation of general enterprises
4) Support system
- Sponsoring Third World Children through scholarship systems 

Promotion

1) Green fashion shows
2) Performing of environment collaboration projects
-  Performing projects together with UNICEF and illustrators 
- Utilization of profits produced by movies conducted by famous photographers for an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3) Contests 
- Contests for UCCs about environment, green products, and poster designs 

4) Presentation: Presentation of eco-bags made with 100% organic cotton 
5) Donation
6) Support & sponsor 
- Donation of a part of or total profits introduced by green product marketing 
- Profit investments for foundations to expand alternative trade world-wide 

7) Publishing of green books providing eco life 
8) Campaign 
- Red campaign for the eradication of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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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로하스 개념을 마케팅에 적용      

시키고 있는 패션산업의 로하스 마케팅 사례를 조사, 분       

석하여 국내 패션시장에서의 효율적인 로하스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패션산업의 로하스 마케팅 사례는 개      

인적(친환경 소재), 경제적(재활용원사, 재활용), 사회·    

윤리적 가치(유통, 프로모션)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      

다. 유형별 분석결과, 로하스 마케팅 활동은 경제적인      

이점보다는 개인적 가치, 사회·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상품위주 친환경 경영방식에서 기존 경영      

시스템과 통합한 친환경 공급사슬 관리시스템이 도입     

되고 있었다. 로하스 마케팅 전략은 친환경 소재, 재       

활용, 공정무역 부문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      

외에서는 재활용패션에 대한 인식 확산의 지속적인 노      

력으로 소비자들의 의식변화가 구매로 연결되고 있으     

며, 재활용패션이 환경운동 차원을 넘어 대중적인 패션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캠       

페인 활동이 활발하였고, 정책적으로 예산과 관련 조      

직형성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시민 네       

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외의 유형별 로하스 마케팅 특징을 마케      

팅 믹스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품 전략은 친환경 소재의 에코스페셜 리미티드 아이      

템 출시 전략, 친환경 인증 및 라벨의 친환경 등급의 차         

별화 전략, 공정무역의 현지 디자이너와 연계한 디자      

인 개발, 제품생산경로 추적 등이 국외에서 차별화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가격 전략은 국외의 경우 공정무역을      

통해 일반제품보다도 저렴한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홍보 전략과 유통 전략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정무     

역 부문에서 국내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패션업체가 지향해      

야 할 장기적인 로하스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개인적 가치의 친환경 소재는 적극적인 환경캠페인     

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       

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친환경 소재 및        

오가닉 함량을 조정해 스타일과 가격의 균형을 맞춘      

스타일 제안으로 가격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자연친화      

적 소재의 사용 뿐 아니라 생산 및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분류한 재활용, 재활용원사는 공급     

망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환     

경친화적인 장기 전략으로서 재활용원사에 대한 국가     

별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으로 소비트     

렌드가 변하고 있는 추세로 아웃도어웨어 뿐 아니라 패     

션잡화 및 다른 복종의 제품라인까지 확대해 디자인     

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제품 출시를 제안한다. 재활용은     

패션성을 가미한 재활용의류제품의 상용화와 고객 참     

여형 제작공정,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등을 통한 지속     

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수요창출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순환형 소비를 유도     

해 나가야한다.

사회·윤리적 가치로 분류한 친환경 인증 및 라벨은     

지속가능한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상품 측     

면의 가시적 인증획득보다는 통합적인 경영시스템의    

국제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공정무역은 다양한 홍보     

와 캠페인 진행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정무역에 대     

한 지원과 일반기업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요구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마케팅 프로모션은 가장 많은     

브랜드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브랜드들 간의 캠페인     

내용과 진행방식이 차별화되지 못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발적 이벤     

트와 타 기업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프로모션보다는 소     

비자들이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모션     

전략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로하스의 개념과 가치관은 우리들의 생     

활방식과 일하는 방식 등 삶의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로하스의 일부 측면만이     

소개되고 있고, 국외의 사례들은 아직 먼 이야기로만     

보일지도 모르나 로하스라는 용어의 생소함과 관계없     

이 이미 그 개념과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조금씩 스며     

들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책임투자,     

사회적 기업, 유기농 등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국외의 좋은     

사례들을 넘어서는 패션업체의 지속가능한 로하스 마     

케팅 전략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더욱 좋은 사례와 트     

렌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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