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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needs for eco t-shirts of the new elderly consumers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eco t-shirts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Quantitative research was employed for
research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en and women in their age of 50-65, who lived in Busan, Ulsan, and
Kyungnam province, during October, 2011. Respondents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307 responses
among 350 were analyzed.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chi-square, and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SPSS 20.0 was used for data analysis. Characteristics of the new elderly (lifestyle and environmental concern), con-
sumption status of eco t-shirts (possession status and reasons of purchase/non-purchase), purchase intention for eco t-
shirts, consumer needs for t-shirts (usage situation, benefits sought, and dissatisfaction with t-shirts), preference for eco
t-shirts (color, pattern, material, and shape), and demographics were surveyed. Based on the results, the vision of eco t-
shirts market for the new elderly consumers was positively prospected. In conclusion, specific strategies for eco t-shirts
products development and marketing were suggested. Product development focused on practicality and material, design
development reflecting consumers’ preference, multipurpose product development, building up the product recognition,
and moderate price strateg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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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오염의 심각한 위협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에코, 친환

경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제품에

대한 가치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은 건강, 사회적 책

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품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 기업

마케팅 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Lee, 2010a). 즉, 변화하

는 시장 및 소비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 제품 개발 및

에코 마케팅은 기업의 필수 전략이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었

다. 이는 패션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패션 기업들은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자원

절약 및 공해의 최소화 뿐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에코 마

케팅을 모색하고 있다(Lee, 2010a).

그런데, 에코 패션 제품이나 에코 마케팅이 부각된 것은 환

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인간과 생태 환경 사이의 조화와 공존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므로, 에코 패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 모색에 있어 외형적인 제품 디자인 분석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Kim, 2011). 즉, 에코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

자 수요를 고려하여, 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는 아직까지 에코 패션 제품이 유아동복과 이너웨어에 집중되

어 있는 실정이므로, 친환경 패션 브랜드와 제품이 더욱 다양

하게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겠다(Ha & Park, 2009).

에코 패션 관련 연구들(Chun, 2004; Kim, 2011; Kim &

Lee, 2010; Lee, 2002; Lee, 2005)은 주로 에코 패션 전반에

관한 연구로(Lee et al., 2012), 구체적인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현재 시판 에코 패션에서 가장 친숙하게 접

할 수 있는 것이 티셔츠이고, 패션 브랜드의 에코 캠페인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에코백과 함께 에코 티셔츠(Lee et al.,

2012)이다. 티셔츠는 다른 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 빈도가

높고 폐기율 또한 높은 제품군으로서, 자칫 환경 문제의 주범

이 될 수도 있는 제품군이다. 따라서, 에코 패션 중에서도 에코

티셔츠 제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코 마케팅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타겟 소비자를 파

악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양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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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군 중에서 에코 마케팅을 위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실버

소비자이다(Hur & Ahn, 2009). 향후의 노년층은 기존의 노년

층과 달리 건강하고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즐기며, 활동적이고 높

은 구매력을 가진 자산가로 인식되고 있다(Kim, 2006). 활동적

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노년층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여

행, 골프 등의 여가 활동 증가에 따라 관련 의복에 대한 니즈

또한 높아진다(Kang, 2010). 따라서 에코 패션 제품 역시 향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새로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노년층의 에코 티셔츠 구매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새로운 노년층의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 개발 방향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에코 티셔츠 제품에 대한 새로운 노년

층의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에코 티셔츠 제품을 상

품화하는데 있어 디자인 및 제품 특성, 마케팅 방향을 파악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에코 패션 제품과 에코 티셔츠

2.1.1. 에코 패션 제품

최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다양한 용어들로 에

코(에콜로지)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그린, 환경 친화, 지속 가

능한 발전, 웰빙, 로하스 등(Ha & Park, 2009; Lee, 2010a)이

사용되고 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용어들에는 인간

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Ha & Park, 2009).

이에 본 연구는 다른 유사 용어들과 명백한 차이를 두기보다는

유사 개념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에코(eco)’를 선정하여 에코

패션, 에코 티셔츠, 에코 마케팅, 에코 소비 등의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에코란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

로, 자연 회귀, 자연 환경 보호를 의미한다(Kim, 2011b).

환경에 대한 관심과 패션 마케팅이 접목되면서, 에코 패션

마케팅이 활발하다. 에코 패션 마케팅은 일반 패션 제품에 비

해 인간의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 환경의 순환성을 고

려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며, 개인 뿐 아니라 지역적 문화

와 발전을 고려하는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Lee, 2010a).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코 패션 마케팅으로는, 친환경 소재 활용, 리

디자인, 친환경 메시지 전달, 친환경 자연 모티프 활용, 소비자

주문 생산, 상품 과대 포장 지양, 새로운 매장 전략, 친환경 디

자인, 에코 라벨 개발, 수익금 기부 등이 있다(Lee, 2010a).

이와 같이 에코 패션 마케팅은 기업 마케팅 활동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제품으로 반영되는 경우 이를 특

히 에코 패션 제품으로 부를 수 있다. 에코 패션 제품은 환경

친화적 소재를 사용하거나(Choi, 1999), 인체에 무해하고(Hong

& Koh, 2009; Lee, 2002), 자원 절약이 가능하거나(Choi,

1999; Hong & Koh, 1999), 수명 연장(재활용, 재사용)이 가능

한 디자인(Choi, 1999) 등으로 정의되었으며, 많은 연구자

(Choi, 1999; Hong & Koh, 2009; Lee, 2002)들은 공통적으

로 제품 자체 뿐만 아니라 기획, 원료, 생산, 사용, 폐기에 이

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에코 패션 제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재료에서의 친환경성이 부족하더라도 제품

의 디자인 컨셉(예: 색상 이미지), 제품 포장(예: 종이 포장),

물류(예: 교통 수단) 측면에서 친환경성이 고려된 제품(Hong &

Koh, 2009)이나, 제품에 대한 마케팅에 친환경적 요소를 부가

한 의류 제품(Lee, 2010b)도 에코 패션 제품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광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2.1.2. 에코 티셔츠

에코 패션 제품 중에서도 에코 티셔츠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연출할 수 있어 에코 패션에서 두드러지는 아이템

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12). 그러나, 에코 티셔츠를 대

상으로 한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Lee et al.(2012)이

에코 티셔츠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한 정도이다. Lee et

al.(2012)은 에코 티셔츠를 친환경적인 소재와 공정으로 만들어

지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홍보의 메시지가 들어간 티셔츠라고

정의하고, 에코 티셔츠의 디자인 특성(실루엣, 색채, 소재, 무

늬)과 국가, 성별에 따른 디자인 특성 차이를 밝혔으며, 에코 티

셔츠의 상징을 자연 애호성, 자연 지지성, 사회 윤리성, 반사회

성, 경제성의 5가지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에코 티셔츠에 대한

소비자 구매 실태 및 수요와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코 티셔츠의 개념에 대해 Lee et al.(2012)

의 정의에 선행 연구들의 광의적 관점을 받아들여, 소재나 공

정을 포함해 제품 자체의 기획에서 폐기까지 관련된 전 과정

뿐 아니라 부가적 활동, 마케팅 등 관련된 모든 분야 중 친환

경적 요소가 있는 티셔츠를 에코 티셔츠로 규정하고, 에코 티

셔츠에 대한 소비자 구매 실태 및 수요 고찰 결과를 토대로

에코티셔츠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 소비자 구매 실태 및 수요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에코 티셔츠 개념을 제시할 경우 응답자들이 떠올리

는 에코 티셔츠 개념이 너무 다양해져 응답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에코 티셔츠 유형으로 개념을 다소 축소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소재나 디자인을 사용한 친환경 티셔츠’로 제

시하고 설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

는 디자인이란, 심미적 가공이나 프린트, 디테일 등에서 환경

오염이 있을만한 재료나 공정을 배제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2.2. 신 노년층의 특성과 에코 제품 소비

2.2.1. 신 노년층의 개념

인구 고령화가 사회 변화의 큰 흐름으로 부각되면서, 노년기

에 진입할 소비자 집단, 즉 신 노년층(new elderly)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 노년층의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

준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노년층을 형성할 주요 연령층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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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고, Bartos(1980)는 상업적인 면을 고려할 때 구매력이

있는 신 노년 소비자 연령을 50세로 규정하였다. Lee(2010c)도

신 노년층의 특성에 대해 기존 노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신을 더 젊게 인지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와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그

연령층을 50-60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50-65세를

신 노년층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2. 신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과 에코 제품 소비

신 노년층은 여가를 중시하고, 젊음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구매와 관련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 자연적인 것의 선호, 젊음

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진다(Levy & Weitz, 2001). 이

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신 노년층의 소비는 가사나 자

녀 교육 등 생활 기반 지출로부터 취미, 여가, 레저 등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개성적이고 현실적인 소비 행태가 나타난다(Lee,

2010c). 또한 구매를 계획하고 자신이 구매 주체가 되는 신중

하고 성숙한 소비자이며, 품위를 중시하면서도 젊게 보이고 싶

은 심미적 욕구와 서구적 가치관 등으로 기존의 노년층과는 차

별화되고(Kim, 2007), 저가 상품 선호, 기능성과 실용성 중시

의 특성을 보인다(Kim et al., 2004).

기존의 노년층과 양적, 질적으로 다른 신 노년층의 등장은

패션 산업에서도 큰 기회로 인식된다. 젊게 살고자 하는 경향

은 의류, 미용, 건강과 같은 외모 관련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

고,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해 그에 필요한 의복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진다(Kim, 2006). 또한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경향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Kang,

2010),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

품 개발이 필요하겠다. 

한편 신 노년층은 최근 사회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헬

스케어’, ‘웰빙’과 같은 트렌드를 수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건강

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Lee, 2010c). Seo(2004)는 특히 적극

적 여가 추구형, 건강 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들이 높은

친환경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에 대한 관심은 에코 제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진다. 

라이프스타일과 에코 제품 소비 간 관계를 살펴보면, Noh

(1996)는 친환경 소비자들은 패션 지향성과 즉각적 욕구 충족

경향이 낮으며, 가족생활 지향적, 알뜰구매 지향적, 지역 사회

활동 지향적임을 밝혔고 Chang(2004)는 친환경 소비자들은 절

제적 가치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Jung(2010)은,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사회지향 요인과 환경의식 요인이 친환경 소재 의류

제품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유행 요인과 과시 성향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Park(2008)은 건

강 의식 가치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그린 이슈 인지도가 높고

사회 지향 가치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그린 상품 인지도가 높

다고 하였다. 

환경 관심과 에코 제품 소비 간 관계를 살펴보면, Alwitt

and Pitts(1996)는 환경 관심이 구매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 Chun(2004)은 친환경 의류 제품 구매 태도가

우호적인 집단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며,

Jung(2009)은 환경친화적 태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패션 제품

구매 경험이 많음을 밝혔다.

한편, 노년층 또는 신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환경 친화적

소비를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Hur and Ahn(2009)은 노

년층 소비자들이 노스탤지어적인 소비와 동시에 윤리적이고 절

제된 소비를 하는 상반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Gunter(1998)는 노년층 소비자들이 쾌락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윤리적, 친환경적 제품의 구

매에서는 가격 민감도가 낮다고 하였다. Lee(2009), Lee

(2010b)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친환경 태도가 높음을 밝혔으며,

Lee(2009)는 이에 대해 연령이 많을수록 환경 보호에 대한 경

험과 환경에 관한 지식 습득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Kim(2010a)은 베이비붐(신 노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가치가 친환경적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여가와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

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신 노년층 소비자들이 에코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이므로 에코 마케팅 및 에코 제품의 중요한 시

장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관심이 에코 패션 제품 특히 에코 티셔츠에 대한 수요를 일으

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에코 패션 제품 중 티셔츠에 대한 신 노년층의 수요를 파악

하여 에코 티셔츠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3.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

심도와 에코티셔츠 구매 의향 간 관계를 살펴본다. 

1-1.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도,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을 살펴본다.

1-2.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구매 의향에 따른 라

이프스타일과 환경 관심도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 2.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구매 실태를

살펴본다.

2-1.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보유 현황을 살펴본다.

2-2.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구매/비구매 이유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 3. 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티셔츠 수요를 살펴본다.

3-1.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티셔츠 관련 니즈를 살펴본다.

3-2.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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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3.2. 연구 방법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통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인구 통계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 티셔츠 관련 니즈(티셔츠 착용 상황, 추구 혜택, 개

선 희망 사항) 문항을 먼저 구성하고, 에코 티셔츠의 개념(‘환경

을 오염시키지 않는 소재나 디자인을 사용한 친환경 티셔츠’)을

제시한 뒤, 에코 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컬러, 무늬, 소재, 형

태), 에코 티셔츠 구매 실태(구매 의향, 보유 여부, 구매 이유,

비구매 이유) 순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이 에코 티셔

츠의 개념을 이해한 뒤 에코 티셔츠 관련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Kim(2010b), Kim(2011a)의 중·노년층 라

이프스타일 측정 문항들 중 본 연구에 적절한 11문항을, 환경

관심은 Cheon(2010), Choi(2007)의 환경 관여 측정 문항 중

5문항을 선정하였다. 티셔츠 추구 혜택으로는 Hong and

Koh(2009)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정,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되, 응답자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어휘를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티셔츠 추구 혜택 항목들은 에코 티셔츠 구매 이유

및 비구매 이유 측정 문항에도 반영되었다. 

티셔츠 관련 니즈의 경우, 아직 에코 티셔츠를 직접 접하거

나 구매해 보지 않은 신 노년층 소비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에코 티셔츠가 동일 제품군인 기존 일반 티셔츠 시

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 티셔츠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조사하였다. 단, 자료 수집시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응답 과정에서 에

코 티셔츠의 개념이나 일반 티셔츠와의 차이에 대한 질문 등에

는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코 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의 경우, 에코 티셔츠의 개념

을 먼저 제시한 뒤 ‘에코 티셔츠가 개발된다면, 어떤 컬러(무

늬, 소재,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질문하여, 일

반 티셔츠가 아닌 에코 티셔츠에 대한 디자인 선호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에코 티셔츠를 직접 접하거나 구매해 보지

않은 신 노년층 소비자도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 추구 혜택, 에코 티셔츠 구매 의

향, 에코 티셔츠 구매 이유, 에코 티셔츠 비구매 이유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티셔

츠 착용 상황, 티셔츠 관련 개선 희망 사항, 에코 티셔츠 선호

컬러, 무늬, 소재, 형태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선다형으로, 에

코 티셔츠 보유 여부, 성별, 직업 유무, 직업, 학력, 가구 월평

균 수입은 선다형으로, 연령, 거주지는 자유 기술식으로 측정하

였다. 다중 선택이 가능한 선다형은 적용 가능 통계 기법에 한

계가 있지만, 에코 티셔츠 관련 수요를 전반적으로 탐색해보고

자 하는 연구 목적상 응답자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설문 대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50-65세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10월 4-11일 간, 편의

표집법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307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특성으로는 여성 69.1%, 남성 30.9%, 평균 연령

54.2세(표준편차 3.91), 재직중인 사람이 많으며(69.6%), 현재

직업 또는 퇴직 전 직업으로는 전업주부(20.8%)와 자영업

(20.5%)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교 중퇴 및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52.5%), 월평균 가구 수입은 100-300만원 미만

(38.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0만원 이상(27.7%), 300-

400만원 미만(25.3%) 순이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 분석, 빈도 분석, t-test, 카이제곱 분

석,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친환경 의류 제품 구매 경험과 관

심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고 한 Tack(2005), 웰빙 의류

상품 요소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 여성이 더 높다고 한

Ko(2004)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에코 제품에 대한 소비 행동

에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의류 제품에 대한 남녀의

수요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모든 분

석은 성별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신 노년층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과 에코 티

셔츠 구매 의향

4.1.1.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과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

라이프스타일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하였다. 주

성분 분석, 직교 회전을 하였고 아이겐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Table 1). 세 요인의 총 설명

변량은 62.54%였으며,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모두 0.70

이상이었다. 요인 1은 노후에도 직업이나 할 일이 필요하며 그

로부터 성취감을 느끼고 노후에 대한 대비를 중시하는 내용이

므로 진취적 라이프스타일 요인으로, 요인 2는 단조롭기보다는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며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내용이므로 활

동적/건강중시 라이프스타일 요인으로, 요인 3은 재산이나 소

유물의 가치를 중시하는 내용이므로 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적재 문항들의 평균값은 진취적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높고 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순위는 남녀 간에도 동일했다(Table 2). 즉, 신 노년층

소비자들은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며 노후를 대

비하는 활발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진취적 라이프스타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간 더 높

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 관심 측정 문항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단

일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항 간 Cronbach’s alpha는 .81이었

다. 측정 문항들의 평균값은 남녀 모두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

아(Table 2), 남녀 신 노년층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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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에코티셔츠 구매 의향은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

값은 남녀 모두 보통 수준(3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녀 신 노년층 모두 에코티셔츠에 대

한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에코티셔츠 구매 의향과 라이프스타일, 환경 관심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3). 그 결과,

남성은 환경 관심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활동적/건강중시 라이

프스타일이 강할수록 에코티셔츠 구매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 Alwitt and Pitts(1996), 적극적 여가 추구형, 건강

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들이 친환경 관심도가 높았던

Seo(2004)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4.1.2.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관심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 점수 3(‘보통이다’)을 기준으로 구매

의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에코 티셔츠 구

매 의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관심을 살펴보았다(Table

4). 그 결과, 남성은 진취적 라이프스타일과 환경 관심에서, 여

성은 활동적/건강중시 라이프스타일에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

였다. 또한,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이 높은 신 노년층 소비자

들은 남녀 모두 진취적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강하고 물질적 라

이프스타일이 가장 약했으며, 환경 관심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에코 티셔츠에 대한 신 노년층 소비자의 향후 수

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에코 티셔츠에 대한 구매 의향이 보통 수준 이상인 응답자를

중심으로 에코 티셔츠 구매 실태 및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new elderly’s lifestyle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 Variance Explained

Factor 1: Enterprising 

• A person should do something(e.g. voluntary service, job, religious activity, and 

so on) in spite of aging.

• I can fulfill myself through doing something enthusiastically.

• I like to start something new.

• I think preparing for the old age is necessary.

• I’m covered by pension plan, insurance, and saving.

.87

.75

.62

.61

.51

4.26 38.69

Cronbach’s alpha: .79 Mean: 3.83 Standard deviation: .62

Factor 2: Active/healthy

• I prefer diverse experience to monotonous life.

• I prefer outdoor activity to staying at home.

• I usually take in healthy food.

• I have regular checkups.

.79

.68

.66

.61

1.56 14.17

Cronbach’s alpha: .71 Mean: 3.56 Standard deviation: .70

Factor 3: Materialism

• I think the property(e.g. money, real estate, and so on) is important in life.

• I think the possession(e.g. property, car, house, and so on) is the sign of success.

.85

.85

1.06 9.67

Cronbach’s alpha: .80 Mean: 3.45 Standard deviation: .90

Table 2. Lifestyle, environmental concern, and purchase intention for

eco t-shirts

Men (N=95) Women (N=212)
t-value

Mean S.D. Mean S.D.

Lifestyle

Enterprising 3.72 .56 3.88 .63 -2.20*

Active/healthy 3.48 .65 3.60 .72 -1.37*

Materialism 3.39 .89 3.48 .90  -.81*

Environmental concern 3.16 .71 3.20 .67  -.53*

Purchase intention for 

eco t-shirts
3.36 .82 3.39 .89 -.26*

*p<.05

Table 3. The effect of lifestyle and environmental concern on purchase intention of eco t-shirts for men and women

Men (N=95) Women (N=212)

β t F R
2

β t F R
2

Enterprising .01  .05

3.39* .10

.08 .85

5.45*** .08
Active/healthy .15 1.22 .24  2.75**

Materialism .16 1.46 .05 .67

Environmental concern .25  2.16* .01 .1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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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 티셔츠 구매 실태

에코 티셔츠 보유 현황으로는, 남녀 모두 비보유자가 월등히

많았다(Table 5). 향후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이 보통 수준 이

상인 신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는 에코 티셔츠의 보급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에코 티셔츠 비보유자들의 비구매 이유로는, 남성은 실용성

이 좋지 않아서, 여성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높

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Table 6).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여성이 에코 티셔츠의 가격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점은, 에코 소재 의류 제품 구매

후 50대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

였던 Park(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모든 비구매 이유 항목에서 보통 수준(3.0)보다 낮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유 응답 형식으로 측정한 기

타 응답에서 ‘에코 티셔츠가 무엇인지 몰라서’, ‘에코 티셔츠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등의 응답이 빈번히 나타났다. 즉, 에코

티셔츠의 인지도가 아직 매우 낮아, 보급률 또한 낮고, 에코 티

셔츠에 대해 판단 또는 평가할 가치 기준 자체가 성립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친환경 의류 제품 인지

도가 높을수록 제품 구매 의사와 구매 경험 역시 높게 나타난

Lee(2010b)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응답자들의 환경 관심과 구매 의향이 보통 수준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에코 티셔츠 비구매자가 월등히 많고, 낮은 인

지도가 비구매 이유로 나타난 것은, 환경 친화적 소비 태도와

소비 행동 간 불일치의 원인을 의식적 측면과 상황 제약적 측

면으로 구분하고 특히 상황 제약적 측면의 문제로 불편함, 경

제적 비용과 함께 정보 부족을 도출한 Min and Rhee(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에코 의

류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Lee, 2010b)을 시사한다.

에코 티셔츠 보유자들의 에코 티셔츠 구매 이유로는, 남성은

실용성, 옷감/소재, 편안함, 건강기능성 등의 순으로, 여성은 옷

Table 4. T-test of lifestyle and environmental concern according to purchase intention groups

Men Women

High intention 

(N=77)

Low intention

(N=18)
t

High intention 

(N=171)

Low intention 

(N=41)
t

Purchase intention 3.57 1.91 8.49*** 3.65 1.93 13.28***

Lifestyle

Enterprising 3.80 3.36 3.14** 3.92 3.72 01.83

Active/healthy 3.52 3.29 1.36 3.66 3.34  2.60**

Materialism 3.40 3.39 0.031 3.54 3.24 01.91

Environmental concern 3.26 2.70 3.10** 3.21 3.20 00.10

**p<.01, ***p<.001

Table 5. Possession status of eco t-shirts

Men Women Chi-square

Possession 14(10.9) 21(24.1)
1.53

Non-possession 63(66.1) 150(146.9)

( ): Expected frequency

Table 6. Non-purchase reasons of eco t-shirts

Reasons

Men 

(N=63)

Women 

(N=150) t-value

Mean(S.D.) Mean(S.D.)

Not/

Bad

Design/style 2.24(.94) 2.51(1.04) -1.38

Color/pattern 2.26(1.00) 2.44(1.07) -.88

Trendy 2.34(.94) 2.51(1.08) -.85

Coordination with other 

clothes
2.53(.95) 2.63(1.08) -.54

Quality 2.21(.91) 2.24(.91) -.20

Material 2.21(.93) 2.36(1.00) -.81

Fit 2.38(1.01) 2.43(.96) -.30

Price 2.59(1.09) 2.79(1.10) -.91

Practicality 2.62(1.01) 2.38(.97) 1.26

Comfort 2.38(1.01) 2.38(.97) -.03

Convenient management 

and laundry 
2.46(.99) 2.48(1.05) -.10

Health function 2.27(.96) 2.29(.95) -.10

Table 7. Purchase reasons of eco t-shirts

Reasons
Men (N=14) Women (N=21)

t-value
Mean S.D. Mean S.D.

Good

Design/style 3.31 .85 2.55 1.28 1.88

Color/pattern 3.29 1.07 2.55 1.32 1.73

Trendy 3.00 1.08 2.45 1.10 1.41

Coordination 

with other clothes
2.85 1.07 2.45 1.23 .95

Quality 3.14 1.10 2.55 1.19 1.47

Material 3.50 1.02 3.55 1.15 -.13

Fit 3.29 .83 2.45 1.15 2.33
*

Price 2.92 1.04 2.60 1.14 .82

Practicality 3.71 .99 2.90 1.25 2.02

Comfort 3.38 1.33 3.05 1.19 .76

Convenient 

management and 

laundry 

3.31 1.18 3.00 1.17 .74

Health function 3.36 1.22 3.05 1.36 .6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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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재, 편안함, 건강기능성, 세탁관리 편의성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7). 이로부터, 남녀 모두 미적인 측면보다는 사용

상의 실리적인 측면을 이유로 에코 티셔츠를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에 대한 편안함 추구가 다른 유

형의 혜택들(사회적 인정 추구, 유행 추구, 상표 추구, 개성 추

구)보다 환경친화적 구매 행동과 사용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난 Jung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

한다. 

한편,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에코 티셔츠 비보유자들의 비구

매 이유로 낮은 실용성이 가장 컸던데 반해 보유자들의 구매

이유 역시 실용성이 가장 높아, 서로 양립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에코 티셔츠의 실용성에 대한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

의 양면적 시각을 시사한다 하겠다. 의류 제품의 실용성은 지

불 가격 대비 효용의 양인 경제성과 의복의 물리적 기능, 관리

의 용이성 등을 포함하는데(Rhee, 1999), 남성 비보유자들의 경

우 실용성 다음의 주요한 비구매 사유가 가격이고, 보유자들의

경우 실용성과 함께 주요한 구매 사유가 소재, 편안함, 건강 기

능성 등으로 나타나, 비보유자들은 효용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

해 에코 티셔츠의 실용성이 좋지 못하다고 여겨 구매하지 않은

반면 보유자들은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인해 에코 티셔츠

의 실용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구매한 것으로 해석된다.

4.3. 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 티셔츠 수요

4.3.1. 티셔츠 관련 니즈

4.3.1.1. 티셔츠 착용 상황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이 높은 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티셔

츠 착용 상황을 다중 선택이 가능한 선다형으로 측정한 결과,

남녀 모두 레져 및 스포츠 활동 또는 실내 활동의 빈도가 높

았다(Table 8). 남성은 걷기/산책, 여행, 등산과 실내 활동 등의

순으로, 여성은 걷기/산책, 실내 활동, 여행, 등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실외 활동들의 순위가, 여성은 실내 활동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50대가 친환경 의류 제품 중 스포츠 및 레저웨어를 가장 많

이 구매한다고 한 Park(2011)의 결과를 볼 때, 에코 티셔츠 구

매 의향이 높은 신 노년층이 레져 및 스포츠 활동시 티셔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은 에코 티셔츠의 유망성을 시사한다.

 

4.3.1.2. 티셔츠 추구 혜택

티셔츠 추구 혜택에 있어 남녀 모두 신축성/감촉, 관리 편리

성, 착용 용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여성은 자기 이미지

표현, 디자인/스타일 또한 중시하였다(Table 9). 따라서 남성은

실용적 혜택을, 여성은 실용적 혜택과 미적 혜택을 함께 중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년층(40-64세)을 아웃도어 의

류 추구 혜택에 따라 군집화한 Lee(2012)의 연구에서 편안함/

기능성 추구 집단은 남성 비율이, 유행/경제성 추구 집단은 여

성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남녀 모두 브랜

드 유명도나 신분/지위/경제력 과시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

하였다.

신축성/감촉, 브랜드 유명도, 개성, 디자인/스타일, 자기 이미

지 표현 등에서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중요시하

여 티셔츠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에코 티셔츠 보유자들의 구매 이유로도 실용성, 옷감/

소재, 편안함, 건강기능성 등의 실리적 이유가 높은 평균 점수

를 보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에코 티셔츠 구매 의향이 높은

신 노년층은 일반 티셔츠와 에코 티셔츠 구매에서 유사한 추구

혜택이나 구매 기준을 적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에코 티셔

츠의 디자인 및 마케팅에 있어서, 친환경적 속성에만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티셔츠에 대한 소비자 구매 행동 및 수요를 충족시

킬만한 속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1.3. 시판 티셔츠에 대한 개선 희망 사항

시판 티셔츠에 대한 개선 희망 사항을 다중 선택이 가능한

선다형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은 착용감, 세탁/관리 편리성, 가

격 낮춤, 여성은 가격 낮춤, 착용감, 세탁/관리 편리성의 빈도

가 높았다(Table 10). 즉, 남녀 모두 실용성 관련 측면과 가격

측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이에 반해 유행 반영, 디자인,

색상/무늬 등 디자인 관련 측면은 남녀 모두에서 빈도가 상대

Table 8. Usage situation of t-shirts                     Count(%)

Men (N=77) Women (N=171)

Walking 44(19.6) 116(20.1)

Travel 38(17.0) 92(16.0)

Climbing 36(16.1) 90(15.6)

Indoor activity 36(16.1) 93(16.1)

Community center 5(2.2) 24(4.2)

Religious activity 7(3.1) 39(6.8)

Gathering 22(9.8) 50(8.7)

Eating out/ shopping 26(11.6) 50(8.7)

Other 10(4.5) 22(3.8)

Total 224(100.0) 576(100.0)

Table 9. Benefits from T-shirts

Men (N=77) Women (N=171)
t-value

Mean S.D. Mean S.D.

Low price 3.57 1.06 3.64 1.04 -.51

Stretch/touch 3.73 1.11 4.16 .86 -3.37***

Convenience of 

management
3.74 1.20 4.03 1.04 -1.93

Diversity of occasion 3.63 1.14 3.89 1.01 -1.84

Conspicuousness of status 2.71 1.18 2.81 1.33 -.54

Famous brand 2.93 1.14 3.27 1.11 -2.18*

Individuality 3.08 1.24 3.59 1.03 -3.36***

Design/style 3.35 1.18 3.85 .99 -3.48***

Expression of self image 3.12 1.21 3.88 1.13 -4.73***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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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다.

4.3.2. 에코 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

에코 티셔츠의 디자인 선호 경향에 대해, 다중 선택이 가능

한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Table 11). 컬러의 경우, 남녀 모두

베이지색 등의 내추럴 컬러와 연두/녹색 등 자연색을 가장 선

호하고, 다음으로 남성은 무채색을, 여성은 파스텔 컬러를 선호

하여, 남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에코 티셔츠의 색채로 흰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 친

숙한 파랑색과 녹색이 많이 사용됨을 밝힌 Lee et al.(2012)과

는 상이하다. Lee et al.(2012)이 해외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타겟 연령층을 특정하지는 않아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

만, 시판 제품과 신 노년층 소비자 선호 간 차이를 보여준다.

즉, 에코 티셔츠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연령층에

따른 컬러 취향을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블라우스/티셔츠 선호 컬러를 조

사한 Choi(2012)의 연구에서 가을철 선호 컬러가 카키/브라운,

회색/베이지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조사가 10월에 진

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일반 티셔츠에 대한 선호 컬러와 에코

티셔츠에 대한 선호 컬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무늬의 경우, 남성은 민무늬, 자연적 식물무늬, 기하학적 무

늬 순으로, 여성은 자연적 식물무늬와 민무늬, 기하학적 무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2012)의 연구에

서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이 가을철 블라우스/티셔츠의 무늬로

민무늬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추상 무늬를 선호했던 결

과, Kang(2011)의 연구에서 35-59세 여성이 민무늬를 가장 선

호하고 다음으로 스트라이프, 자연물 순이었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에코 티셔츠의 특성상 플라워 프린

트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 식물무늬의 순위도 높았

던 것이라 판단된다. 

소재의 경우, 남녀 모두 면/마 등 천연 소재를 가장 선호하

고, 그 다음으로 건강소재를 선호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사에

있어서의 의류 관리 부담에 따라, 관리가 용이하고 저렴한 합

성 섬유 선호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태의 경우, 남성은 형태면에서는 칼라형, 맞음새 면에서는

여유형을, 여성은 형태면에서는 라운드넥, 맞음새 면에서는 슬

림형을 약간 더 선호하였다. 이는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

남성 에코 티셔츠는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박스 실루엣이, 여성

에코 티셔츠는 슬림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부응하여, 에코 티셔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탐색적 시

장 조사를 하였다. 기존의 에코 의류 제품들이 젊은층이나 환

경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데 비해, 향후

티셔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코

의류 제품의 타겟 시장으로 접근도가 낮았던 신 노년층을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Table 10. Dissatisfaction of T-shirts                     Count(%)

Men (N=77) Women (N=171)

Wearing sensation 50(10.4) 118(10.2)

Convenience of management and 

laundry
50(10.4) 107(9.2)

Price 47(9.8) 124(10.7)

Quality 41(8.5) 96(8.3)

Material 41(8.5) 93(8.0)

Exchange, A/S 38(7.9) 103(8.9)

Practicality 35(7.3) 91(7.8)

Health function 35(7.3) 63(5.4)

Design diversity 34(7.1) 87(7.5)

Size/fit 28(5.8) 65(5.6)

Design 34(4.8) 46(4.0)

Color/pattern 20(4.2) 38(3.3)

Prestige 18(3.8) 49(4.2)

Professional/kind salesperson 14(2.9) 57(4.9)

Trendy 6(1.3) 23(2.0)

Total 480(100.0) 1160(100.0)

Table 11. Preference of design elements for eco T-shirts                                                                     Count(%)

Men (N=77) Women (N=171) Men (N=77) Women (N=171)

Color

Warm 7(8.5) 28(13.5)

Shape

Round neckline 15(10.6) 91(24.3)

Cold 12(14.6) 12(5.8) V-neckline 15(10.6) 69(18.4)

Neutral 15(18.3) 35(16.8) Turtle neck 16(11.3) 51(13.6)

Pastel 4(4.9) 36(17.3) Collar neck 44(31.0) 57(15.2)

Shade of green 21(25.6) 43(20.7) Slim fit 23(16.2) 56(15.0)

Natural 23(28.0) 54(26.0) Loose fit 29(20.4) 50(13.4)

Pattern

Solid 34(43.0) 64(35.0)

Material

Natural 39(45.9) 74(39.2)

Geometric 10(12.7) 31(16.9) Health care 22(25.9) 61(32.3)

Animal 7(8.9) 7(3.8) Recycling 9(10.6) 7(3.7)

Plants 20(25.3) 70(38.3) Synthetic 4(4.7) 24(12.7)

Letter 7(8.9) 8(4.4) Organic 11(12.9) 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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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 노년층의 에코 티셔츠 시장을 전망해

보자면, 현재 에코 티셔츠의 인지도와 보급율은 낮은 수준이지

만, 신 노년층의 환경 관심이 보통 수준 이상이고, 현재 에코 티

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매 의향은 긍정적이어서, 향

후의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에코 티

셔츠 구매 의향이 높은 신 노년층 소비자들이 강한 진취적 라이

프스타일을 보이고 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은 약했던만큼, 에코

티셔츠의 시장 접근 가능성은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인

지도를 높이고 걷기/산책, 등산 등의 액티브 활동 용도로 접근한

다면, 에코 티셔츠의 긍정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겠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에코 티셔츠의 개념을 광의

로 정의하였으므로, 제품 자체의 속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

면에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티셔츠 추구 혜택과 개선 희망 사항에서 편안함, 실용

성, 다용도성, 관리 편리성 등 실용적 측면에 대한 요구가 높

았으므로, 에코 티셔츠 제품 개발에 있어 실용적 속성에 초점

을 맞추되 이에 에코 티셔츠 구매자들의 주요 구매 이유인

옷감/소재, 건강 기능성을 접목한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

겠다. 광고 등 제품의 소구점 역시 실용성과 옷감/소재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비자 선호 경향에 근거한 제품 속성 개발이 필요하

다. 컬러면에서 내츄럴 컬러나 그린 계열의 자연색, 무늬면에서

민무늬나 자연물 무늬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늬의 경우,

친환경적 재료와 과정을 통한 염색이나, 손자수를 통해 친환경

적 생산 과정을 따를 수 있겠다. 특히 여성의 에코 티셔츠 구

매 이유로 디자인/스타일, 색상/무늬, 유행 등이 상당히 낮게 나

타나, 현재 에코 티셔츠가 여성 신 노년층의 티셔츠에 대한 미

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시사한다. 시판되고 있는 일반 티

셔츠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디자인, 색상/무늬, 유행 반영이 타

속성보다 적게 지적되어 시판 티셔츠의 미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 노년층 여성 대상 에코 티

셔츠에 실용성이나 소재 특성 뿐 아니라 일반 티셔츠 제품과

다르지 않은 미적 요소 역시 갖출 필요가 있겠다. 선행 연구들

에서 나타난 일반 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과 에코 티셔츠 디

자인 선호 경향을 비교했을 때에도 선호 컬러와 무늬가 크게

다르지 않아, 에코 티셔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디자인을 반영

하되 일반 티셔츠와 너무 차별화되는 디자인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한편 소재면에서는 천연 소재와 건강 소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천연 소재 중에서도 유기농 과정을 통해 생산

된 면/마 등을 사용하고, 건강 소재의 경우에도 중간의 화학적

공정들을 지양함으로써 소재의 진정한 친환경성을 창출해낼 수

있겠다. 또한, 세탁/관리 편리성에 대한 요구도 높았던만큼, 구

김이 잘 가지 않거나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함으로

서 세탁/다림질에 드는 비용, 세탁/다림질로 인한 CO2 발생 등

도 감소시킬 수 있겠다.

셋째, 다용도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구매의 필요성

을 낮춰 지속 가능성과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겠다. 에코

티셔츠가 자체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기보다는 기존 보유 의

류들의 디자인 경향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조화성을 확보하

고, 유행은 지양함으로써 이와 같은 다용도성을 확보할 수 있

겠다. 또한, 용도에 있어 남성의 경우 여행, 걷기 등의 액티브

활동을 주된 사용 상황으로 하되 사회적 모임이나 실내 활동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겠

고, 여성의 경우 실외 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모임이나 실내

활동 역시 티셔츠 착용 상황으로서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액티브 활동, 사회적 모임, 실내 활동 용도가 균형있게 고

려, 접목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현재 에코 티셔츠에 있어 제품 개발 방향만큼이나 필

요한 마케팅 전략이 인지도 제고인만큼, 에코 티셔츠의 개념

과 의의를 알리고 필요성 인식을 자극하는 촉진 노력이 필요

하다. 전반적인 에코 티셔츠 보유율이 낮은 가운데, 환경 관심

이 큰 진취적 라이프스타일의 남성, 활동적/건강 중시 라이프

스타일의 여성들이 높은 구매 의향을 보여 에코 티셔츠 마켓의

선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에코 티셔츠

접촉 및 경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겠다. 에코 티셔츠 보유자 대상 로열티 프로그램, 다양한 교

외 활동 접점에서의 제품 노출, 각종 사은품으로 에코 티셔츠

제공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예시로, 단체티 마켓 공략을 제시할 수 있겠다. 신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및 티셔츠 착용 상황으로 액티브 활동의 중요도

가 컸으므로, 등산 등의 단체 활동을 하는 소집단 등을 대상으

로 제품 제공을 통해 인지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신 노년층

대상 에코 티셔츠는 에코 메시지 슬로건이나 프린트 등을 제품

에 적용하는데 있어 기존의 젊은 층 대상 에코 티셔츠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단체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덜

할 수 있어 에코 메시지의 전달도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각 단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필요량만큼만 계획, 주문, 생산

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한 인력 소모나 자원 및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신 노년층 소비자들이 티셔츠의 실용적 측면과 함께

가격 저렴성을 중시했고, 에코 티셔츠 비구매 이유에서 가격의

순위가 높았으므로, 중저가 가격대를 설정하고 이를 촉진 활동

의 소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의 에코 티셔츠

비구매 이유로 낮은 실용성이 가장 컸는데, 이는 지불 가격 대

비 낮은 효용성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 기능성,

다용도성 등의 효용 제고와 더불어 낮은 가격대 설정이 에코

티셔츠의 실용성 지각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을 요약하자면, 신 노년층 대상 에코

티셔츠는 제품의 유형적 속성 중 디자인 측면에서 일반 티셔츠

와의 차이를 지양하는 대신 소재 및 관련 공정의 친환경성과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핵심 속

성 중 실용성과 다용도성, 제품 관리 측면에서의 환경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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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제품 개발 방향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시각적으로는 일반 티셔츠 제품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제

품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친환경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에코 티셔츠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신 노년층 사

이에서 에코 티셔츠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방향이라 생각된다. 단, 본 연구가 신 노년층을 대상으

로 한 만큼, 보다 낮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

티셔츠와 차별화된 디자인의 에코 티셔츠 선호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에코 티셔츠 수요 조사에서 에코 티셔츠를 아직 구매

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본 연

구의 목적이 향후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신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미래 수요 파악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의 비구매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에코 티셔츠

비구매자들이더라도 향후 구매 의향이 높다면 잠재적 소비자로

판단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를 분석하였다. 향후 에코 티셔

츠의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분하여 양자 간 소비자 행동 특성

차이를 살펴보거나,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조사

를 진행하는 것도, 보다 세밀한 에코 티셔츠 마케팅 전략 제시

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직 에코 티셔츠를 접해보지 못한 신

노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향후 에코 티셔츠가 기존의 일

반 티셔츠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예견 하에 일반 티셔츠에 대

한 니즈를 통해 에코 티셔츠에 대한 니즈를 추론하거나 ‘에코

티셔츠가 개발된다면’과 같은 가정 하에 질문을 하였는데, 향

후 구체적인 자극물을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장 규모

가 어느 정도 확대된 후 에코 티셔츠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티셔츠를 통

한 에코 티셔츠 관련 니즈 파악시, 소비자들이 일반 티셔츠와

에코 티셔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반 티셔츠와 에코 티셔츠

구매 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선행 파악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상과 같은 수요 조사 결과 및 제품 개발 방향 제시는 의

류업체의 에코 티셔츠 제품 기획에 반영되어 신 노년층의 에코

패션 시장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에코 티셔츠 세분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제안된 제품 개발 방향

을 적용한 실물 제품을 제시물로 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 반영

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한 실질적 에코 티셔츠 개발 또한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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