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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urchase intention on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 and 
the US.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benefits that consumers seek when purchasing 
naturally dyed clothing, especially for fabric materials, and attitudes towards naturally dyed clothing were select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th a survey was employed. 160 data from Korea and 180 data from the U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e., college female students)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fabric 
benefit sought, and the attitudes. The fabric benefit sought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s eco-friendliness, unique-
ness, aesthetic, comfort and quality.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was categorized as an emotional 
and a cognitiv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bric benefit sought depending on 
nationality, major and experiences in natural dye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of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among the nationalities and the experience types in natural dyeing.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n and the US participants, 
and countries show different fabric benefits and attitudes which influenced participants’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appropriate fabric planning for environment-friendly fashion products for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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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intension(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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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웰빙 스타일에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개념

을 부가한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이 소비 트렌드로 

확산됨에 따라 로하스 스타일 상품 개발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

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기농 재배에 관심이 많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지구환

경을 중시하는 로하스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패션

이 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즉 지구와 인체에 미

치는 환경문제의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의

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천연 의류소재와 천연

염색 등 웰빙 및 로하스 개념의 친환경적 섬유제품

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

션업계에서는 콩섬유, 대나무섬유, 닥섬유 및 천연

염색 소재 등을 활용한 유아용 내의에서부터 성인

용 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패션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Park, Kim & Choi, 2010). 
천연염색은 천연적인 자원에서 생산된 색소를 

이용하므로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천연염료 

만의 독특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천연자원 

자체가 갖고 있는 항균성과 피부병 치료 및 피부보

호 등과 같은 인간에게 유익한 효과가 있어서 산업

에 적용 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장점

이 있으며(Choi, Yeum & Bae, 2009), 감성적 특성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Park, 
2013). 천연염색 제품의 가치는 친환경산업으로서

의 가치,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의 가치, 문화적 

가치 및 교육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천연염

색과 전통 디자인의 활용은 고부가 가치의 중심이

며,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적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Cho & Park, 2007). 
패션업계에서 친환경 디자인은 그린, 오가닉 코튼

과 같은 천연소재 섬유와 천연염색 등의 천연재료

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거나 중고의류를 리폼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 Chung, 2010). 이 

중에서 천연염색 상품으로는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처럼 전통문화의 컨셉으로 전통색채와 정성을 강

조하여 고가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천연염색의 

친환경적 요소와 기능성과 관련한 건강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내의류, 침구류, 유아용품 등을 중

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 Chung, 2010). 
또한 천연염료인 발효 쪽 염색소재를 사용하여 전

통 디자인을 활용하여 제작된 뉴실버 세대의 요양

복 및 실버 산업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

고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07). 
천연염색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류제품

에서 추구하는 혜택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분류한 

결과, 친환경 추구집단, 무관심집단, 개성 추구집단

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에서 친환경 추구집단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m 
& Chung, 2007). 20~50대 여성 소비자들은 환경친

화적 상품을 웰빙 의류상품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 외출복에 대한 추구혜택은 실용적 혜

택, 심미적 혜택, 사회적 혜택으로 구분되었는데, 천
연섬유제품, 천연염색제품, 유기농 면제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의류상품들은 심미적 혜택 추구

가 낮고, 실용적 혜택 추구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구

매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Hong & Koh, 2009).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혜

택은 건강기능성, 자연미/전통미, 자기이미지 표현

성, 직업/지위의 신분상징성, 경제성, 가치관/생활

양식의 표현성 등으로 나타났다(Hong & Hong, 2008).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천연염색 

제품을 비롯한 친환경적 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

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천연염색의 전망은 긍정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u & Roh, 2005). 이러

한 시점에서 천연염색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향후 천연염색 제품 개발 및 판매 신장에도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Kim, 2009), 소
비자들의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지각과 태도는 천

연염색 제품시장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천연염색 소비자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 특성과 천

연염색 제품에 대한 태도를 기초로 천연염색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을 위한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친환경적인 글로벌 패션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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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한 소재기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가 간 비교연구 관점에서 조사대

상을 한국과 미국 여대생으로 제한하여 수행되었

다. 즉, 미래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계층으로 부상

할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류소재 추구혜택의 차원

을 밝히고, 국가별로 의류학 전공자와 타 전공자 

간 및 천연염색 체험 여부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제품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가별 이들 요인과 여대

생 소비자의 천연염색제품 구매의도와의 관련성 

및 천연염색 의류품목별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II. Background

1. Benefit sought 
일반적으로 추구혜택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의 

속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구 또는 욕구

로서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

관적 보상 혹은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Peter & Olson, 2008). 따라서 의복 추구혜택

은 소비자들이 의복의 구매와 착용으로부터 얻으

려는 주관적 보상 내지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뜻

하므로(Cho, 2011), 의복 추구혜택은 패션시장을 

세분화하거나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 변수

로 고려되어 이러한 관점에서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의 의복 추구혜택은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고(Kim & Rhee, 1991), 20~40대 기혼여성의 

의복 추구혜택은 자아표현/개성추구, 브랜드가치 추

구, 가격추구, 품위/무난함 추구, 품질추구로 구분

되었으며(Koh, Nam & Cho, 2002), 중․노년기 주

부의 의복 추구혜택은 사회적 신분/유행 추구형, 가
치 추구형, 개성 추구형, 보호기능/편안함 추구형으

로 세분되기도 하였다(Lee & Kim, 2007). 또한 20~ 
50대 남녀 소비자의 의복 추구혜택은 사회적 인정 

추구, 유행 추구, 상표 추구, 개성 추구, 편안함 추

구, 가격 추구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에서 상표, 개
성, 편안함, 가격 추구가 친환경적 소비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Jung, Park & Ha, 

2006). 20~30대 남성의 의복 추구혜택은 외부영향

력 중시성, 유행 중시성, 개성 중시성, 편안함 중시

성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

은 편안함과 외부영향 중시집단, 유행 중시집단, 개
성 중시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Shin, 2001), 20~50
대 남성 소비자의 의복 추구혜택 차원은 호감 향상 

추구, 사회적 지위 추구, 개성 추구, 체형보완 추구, 
편안함 추구, 경제성 추구 등 여섯 차원으로 분류되

었는데, 웰빙 건강의식과 연령에 따라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구매의도는 의복 추구혜택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Cho, 2011). 아울러 한국

과 미국의 온라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복구매시 

추구혜택을 비교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의복구매시 추구혜택은 상품속성, 거래 서비스, 보
안성, 원산지, 상표상징성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온라인 추구혜택에서 국가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미국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에 비

해 제품속성, 거래서비스, 원산지를 더 중요하게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처럼 의복 

추구혜택에 관련된 연구는 소비자 집단과 국가간 

비교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의류소재

에 초점을 두어 추구혜택을 규명한 연구는 20~5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소재 추구혜택을 조

사한 연구(Park, Kim & Choi, 2010)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즉, 의류소재 추구혜택을 요인 

분석한 결과, 기능성 추구, 친환경 추구, 심미성 추

구, 개성 추구 등 4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친환경적이고 개성적인 소재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중 소득층은 친환경 소재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다(Park et al., 2010). 
한편,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추구혜택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의류제품 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

과, 친환경 추구집단, 무관심 집단, 개성 추구집단

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에서 친환경 추구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Nam & Chung, 2007),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혜택은 건강기능성, 자연미/전통미, 자기이미지 표

현성, 직업/지위의 신분상징성, 경제성, 가치관/생
활양식의 표현성 등으로 나타났다(Hong &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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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또한 친환경, 유 아동 속옷 소비자의 환경친

화적 태도는 환경관심과 환경 소비의식, 환경운동 

참여의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의복 추구혜택

은 유행, 브랜드, 기능성, 개성 및 경제성 추구의 5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에서 환경 소비의

식과 유행, 브랜드, 기능성, 개성 추구요인이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ng, Lee & Park, 2010), 천연염색 체험을 한 경

우가 의류소재의 기능성, 친환경적, 심미적인 측면

을 더 중요시하였다(Park et al., 2010). 따라서 미래

의 소비자에게 천연염색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등

을 통해 천연염색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천연염색 제품의 혜택에 대한 지각

을 증가시키고, 위험지각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Hong & Hong, 2008). 

2. Natural dyeing and attitudes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천연염색은 천연적인 자원에서 생산된 색소를 

이용하여 섬유에 물을 들이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

하고 다양한 색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항균

성과 소취성 등 기능성이 있어서 산업에 적용 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소비자들은 천연염색 제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연친화적이고 착용감이 좋으며, 편안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

로(Hong et al., 2003), 천연염색 제품의 장점을 건

강 및 환경친화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Cho, 2007). 
따라서 20~50대 여성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상

품을 웰빙 의류상품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

는데, 천연섬유제품, 천연염색제품, 유기농 면제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의류상품들은 심미적 혜

택 추구가 낮고, 실용적 혜택 추구가 높은 소비자

들에게 구매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Hong & 
Koh, 2009). 또한 친환경, 유 아동 속옷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태도는 환경관심과 환경소비의식, 환경

운동참여의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의복추구

혜택은 유행, 브랜드, 기능성, 개성 및 경제성 추구

의 5개 요인의 분류되었는데, 이중에서 환경소비의

식과 유행, 브랜드, 기능성, 개성추구요인이 구매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10). 

한편, 태도는 어떤 대상 또는 대상들의 집합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

하려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의 인

지적 요소, 느낌이나 평가는 뜻하는 감정적 요소 

및 특정한 속성이나 전체 제품에 대한 행동의도로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가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Seo, 
Lee & Park, 2011).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

명 교복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분류하

기도 하였고(Seo et al., 2011), 태도의 삼각이론의 

관점과 의복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정의한 선행 연구자(Sproles, 1979)에 근거하여 천

연염색 제품에 대한 태도를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개인의 일관된 심리적 성향으로 개념화하

였으며(Kim & Hong,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패

스트 패션에 대한 태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트렌

드 지향과 편의 지향 등 2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

였다(Park & Ku, 2012). 20~50대 여성 소비자를 대

상으로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인지-
정서적 측면의 태도와 행동의도적 측면의 태도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정서적 측면의 태도는 천연염

색 제품의 신념에 따른 호의적 태도, 환경/건강 가

치 신념에 따른 호의적 태도, 비호의적 태도로 구

분되었으며,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행동의도적 측

면의 태도는 천연염색 의류의 조건부 구입의도, 본
인/선물용도의 천연염색 소품 사용의도, 건강/환경 

지향적 천연염색 의류 착용의도로 구분되었다고 보

고하였다(Kim & Hong, 2010). 또한 20~50대 여성 

소비자들의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를 요

인 분석한 결과, 감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한 태

도는 소득과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간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천연염색 의류제

품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높았으며, 천연염색 체험

을 한 집단이 천연염색에 대한 감성적 태도가 높았

다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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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rchase intention for natural dyed clothing
구매의도는 태도와 함께 미래의 소비자 구매결

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특히 구

매의도는 실제 구매의 직접적인 결정요소로 구매행

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된다(Cho & Seo, 2012). 
천연염색을 이용한 제품 중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의류,침구류 및 홈 패션 

그리고 패션소품 등이 있다(Park, 2012). 이러한 천

연염색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통의식과 전통염색에 대한 인지도,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의 순서로 나타나서, 우리 전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m & Chung, 
2007). 

또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천연 염색제품 구매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겸손, 정
직, 수양 등 동양적 가치기준 즉 절제적 가치성향

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천연 염색제품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 개인의 가치지향에 따라 천연 염색제품

의 구매행동 패턴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천연 염색제품 구

매 정도는 차이가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장년층 

이상의 연령과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고객들이 

많이 구매하였다고 보고하였다(Chang, 2004). 
천연염색 제품의 구매경험은 다감각 추구집단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은 

천연염색제품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천연염색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색상 

때문이었고, 구매한 제품의 유형은 생활한복이었으

며, 가족이나 친지의 선물용으로 구매하려는 의도

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Nam, 2008). 천연염색 

의류제품은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보

유하는 정도가 많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천연염색

제품은 액세서리류, 생활한복, 속옷 등의 순서라고 

하였으며(Cho, 2007), 천연염색 의류제품 사용자들

의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패
션을 의생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

이었고, 의복을 선택할 때 패션성보다는 실용성을 

더욱 중요시하였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중요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et al., 2003). 웰빙 의류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살펴본 결과(Hong & Koh, 

2009), 친환경 의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건강 기

능성 의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친환경 의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천연섬

유 제품, 천연염색 제품, 유기농 면제품의 순이었

다. 또한 이들 친환경 의류상품은 심미적 혜택 추

구가 낮고, 실용적 혜택 추구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심미적 추구가 낮

은 실용적 소비자들을 웰빙 의류상품의 타겟시장으

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20~50대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감성적 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천연염색 제품에 대

한 감성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천연염색 제품을 구매

할 의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Park et al., 2010).

III. Methods

1. Sample and data collection
Yoo and Donthu 연구(Park 재인용, 2011)에서 대

학생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비교 문화

연구에 바람직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천연염색 

제품을 포함한 패션상품의 주 소비자층으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 중에서 패션에 관심이 

있고, 천연염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

자 대학생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지역은 한국의 중부지역과 미국 동부지역의 도시

에 위치한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강의시간 전

후로 여자 대학생 자원자 340명(한국 160명, 미국 

18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
월부터 12월까지 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44.7%(152명)는 의

류학 전공자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조사대

상의 66.2%(225명)가 20세부터 22세에 해당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26.9%(91명)는 천연염색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체험 참여 비율(78명, 23.1%)이 미국 여대생(13명, 
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Instrument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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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Nam & Chung, 2007; Hong & Hong, 2008; 
Park et al., 2010)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한국어로 작성하였다. 한국어로 작성한 설문지는 

미국 설문조사를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와 영어가 가능한 공동 연구자가 번역을 하였으며,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의 동의성을 검

토 확인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국문과 영문의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국가, 전공, 학년, 천연염색 체험 여부) 
및 5점 리커트 형(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의 의류소재 추구혜택(17문항)과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7문항) 및 천연염색제품 구매의도 및 의

류품목별 구매의도(7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3. Data analysis
조사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별 특성에 따라 빈도(백분율)와 평

균(표준편차)을 산출하였으며,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of fabric benefit sought  

Factors Statem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mulative)

Cronbach's
α

Eco-
friendly
materials

I prefer purchasing clothing made of organic fibers(e.g., organic 
cotton). .80

2.86 16.84 .80
I like apparel products that are made of natural fibers. .71

I purchase clothing made by eco-friendly fabrics. .70

I am highly interested in clothing with natural-dye-only fabrics. .70

I check the label to see fiber combination when purchasing clothing. .55

Uniqueness

I choose clothing fabrics that express my personality. .79

2.43 14.33
(31.18) .78

I prefer unique clothing fabrics. .76

I am highly interested in fabric trend. .64

I pay attention to fabrics when purchasing clothing. .57

Comfort

I prefer clothing fabrics that make me feel comfortable. .81

2.04 12.04
(43.22) .69The texture of a fabric is important to me when purchasing clothing. .73

I prefer clothing fabrics which are easy to maintain. .70

Aesthetic
Clothing fabric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expresses my sense 
of beauty. .86

1.84 10.85
(54.08) .81

I believe clothing fabric expresses my personal image. .85

Quality

I choose a high level of fabric even though it is expensive. .81

1.78 10.52
(64.60) .52I am highly interested in functional fabrics. .63

I look better when I wear clothing made of good quality fabrics. .57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직교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적 특성(국가, 전공, 천연염색 체험)에 따른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천연염색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Fabric benefits sought 

1) Factor analysis of fabric benefits sought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의류제품 구매 시 중요시

하는 의류소재 추구혜택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서 

직교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문항

에 대하여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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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변량의 64.6%를 

설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55~.86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표본에 대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81~.52(한국 표본 .80~.48, 미국 표본 .82~ 
.56)로 나타나서, 한국과 미국 모두 측정내용의 신

뢰도가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의류소재 추구혜택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 추구’, ‘개성 추구’, ‘쾌적성 추구’, ‘심
미성 추구’, ‘품질 추구’ 등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 ‘친환경 추구’는 천연섬유 소재와 친환경 의

류제품 선호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들 요인의 설명력은 16.84%로 나타나서, 여대생들

이 의복 구매시 중요한 의류소재 추구혜택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요인 2 ‘개성 추구’는 개성있

는 소재 및 특이 소재에 대한 관심 등의 문항을 포

함하고 있으며, 14.33%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 
‘쾌적성 추구’는 의류소재의 촉감이나 착용감 등의 

쾌적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0.8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 ‘심미성 추

구’는 미적 감각, 이미지 등의 문항을 표현하고 있

으며, 요인 5 ‘품질 추구’는 고급소재, 기능성소재, 
고품질소재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5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소재 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Park et al., 2010), 
기능성 추구, 친환경 추구, 심미성 추구, 개성 추구 

등 4요인이 도출되었다고 보고한 내용과는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류소재 추

구혜택 요인 중에서 친환경 추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20~50대 여성 소비자

의 경우, 기능성 추구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한 부분과는 차이를 보

였다. 또한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소재 

<Table 2> Difference in fabric benefit sought factors by nationality

Groups Eco-friendly materials
M(SD)

Uniqueness
M(SD)

Comfort
M(SD)

Aesthetic
M(SD)

Quality
M(SD)

Nationality
Korea(n=160) 2.52(0.77) 2.98(0.86) 3.96(0.74) 3.91(0.85) 3.22(0.71)

US(n=180) 2.95(0.84) 3.59(0.88) 4.12(0.84) 3.70(0.98) 3.20(0.83)

t-value －4.82*** －6.30*** －1.80 2.08* 0.27

Total 2.74(0.83) 3.30(0.92) 4.04(0.79) 3.80(0.93) 3.21(0.77)

*p<.05, **p<.001.

추구 혜택을 요인 분석한 결과, 신뢰성 추구, 브
랜드/유행 추구, 타인지향 추구 등 3요인으로 추

출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Hong & Choi, 2009). 따라서 의류소재 추구혜택

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게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2) Difference in fabric benefits sought factors 
by nationality, major and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조사대상인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이 중요시하는 

의류소재 추구혜택 요인을 평균값을 비교하여 살

펴보면, 쾌적성 추구(평균 4.04), 심미성 추구(평균 

3.80), 개성 추구 요인(평균 3.30) 등의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친환경 추구 요인(평균 2.74)은 덜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의류소재 추구혜택 요인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able 2). 즉, 한국 여대생은 의류소재

의 심미성 추구혜택(평균 3.91)을 미국 여대생(평
균 3.70) 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미국 여대생은 친환경 추구혜택(평균 2.95 vs 
2.52)과 개성 추구혜택(평균 3.59 vs 2.98)에서 한국 

여대생에 비해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의복 

구매시 추구혜택은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미국 소비자가 한국 소비

자보다 온라인 의복 구매 시 의류제품의 색, 스타

일, 디자인, 사이즈, 소재 등을 제품속성에 근거한 

심미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결과(Kim, 2009)
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류소재 추

구혜택과 의복 추구혜택은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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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라고 풀이된다. 한편, 의류소재의 쾌적성 

추구혜택이나 품질 추구혜택에서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국가 사이의 의류소재의 추구혜택의 공통점을 제

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국가 간

에 여대생들이 추구하는 의류소재 혜택은 다소 차

이를 보였다. 따라서 국가별로 나누어 조사대상의 

전공과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른 의류소재 추구

혜택이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여대생 모두 의류소재 추구혜택은 조사대상

의 전공과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 여대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류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다른 전공 여대생에 비하여 의

류소재의 친환경 추구혜택(평균 2.73 vs 2.42)을 더

욱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천연염색 체

험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재의 친환

경 추구혜택(평균 2.67 vs 2.38)을 더 중요시하고 있

었다. 이는 의류학을 전공하는 경우, 친환경 의류소

<Table 3> Difference in fabric benefit sought factors by major and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of Korea and US 
students

Groups Eco-friendly materials
M(SD)

Uniqueness
M(SD)

Comfort
M(SD)

Aesthetic
M(SD)

Quality
M(SD)

Korea

Major
Fashion(n=52) 2.73(0.86) 3.16(0.86) 4.10(0.80) 3.77(0.96) 3.35(0.66)

Others(n=107) 2.42(0.70) 2.89(0.85) 3.89(0.70) 3.98(0.73) 3.16(0.73)

t-value 2.39* 1.88 1.62 －1.45 1.54

Experience
Yes(n=78) 2.67(0.84) 3.07(0.90) 4.05(0.72) 3.94(0.88) 3.19(0.80)

No(n=80) 2.38(0.67) 2.90(0.83) 3.88(0.75) 3.88(0.82) 3.26(0.61)

t-value 2.43** 1.25 1.50 0.44 －0.62

Total 2.52(0.77) 2.98(0.86) 3.96(0.74) 3.91(0.85) 3.22(0.71)

US

Major
Fashion(n=99) 2.94(0.85) 3.72(0.86) 4.24(0.67) 3.87(0.95) 3.24(0.92)

Others(n=80) 2.95(0.83) 3.42(0.88) 3.97(0.98) 3.48(0.97) 3.16(0.75)

t-value 0.10 2.31* 2.09* 2.69** 0.65

Experience
Yes(n=13) 3.63(0.82) 4.21(0.77) 4.05(0.94) 4.03(0.74) 3.84(0.83)

No(n=165) 2.89(0.81) 3.54(0.88) 4.13(0.83) 3.67(0.99) 3.16(0.81)

t-value 3.08** 2.64** －0.43 1.27 2.91**

Total 2.94(0.84) 3.59(0.88) 4.12(0.84) 3.70(0.98) 3.20(0.83)

*p<.05, **p<.001.

재를 포함한 의류소재에 대한 지식이 교육을 통하

여 타 전공자에 비해 더 습득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천연염색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레 환경에 대한 의

식이 인식되게 되므로(Kim, 2009), 천연염색 체험

을 한 여대생의 경우, 의류소재의 친환경 추구혜택

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 여대생을 살펴보면, 의류학을 전

공하는 여대생이 다른 전공 여대생에 비하여 의류

소재의 개성 추구혜택(평균 3.72 vs 3.42), 쾌적성 

추구혜택(평균 4.24 vs 3.97) 및 심미성 추구혜택(평
균 3.87 vs 3.48)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천연염색 체험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소재의 친환경 추구혜택(평균 3.63 vs 2.89), 
개성 추구혜택(평균 4.21 vs 3.54) 및 품질 추구혜택

(평균 3.84 vs 3.16)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류학 전공자가 타

전공자에 비해 의류소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

으며, 천연염색 체험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경우, 전공 및 천

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의류소재의 추구혜택



Vol. 22, No. 2 최종명․김숙현 9

－ 191 －

요인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천
연염색 체험을 한 여대생은 국가에 관계없이 의류

소재의 친환경 추구혜택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1) Factor analysis of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태도 7문항에 대해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통

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천

연염색 제품에 대한 태도는 감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69.1%이었다. 요인 부하량의 범위는 .58~ 
.8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표본에 대한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85~.72(한국 표본 .86~.65, 미국 

표본 .88~.74)로 나타나서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수

용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요인 1은 천연염색 제품의 선호도나 느낌 등 태

도의 주관적인 측면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성적 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37.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천연염색 의류제

품의 기능 및 품질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태도’라고 명

명하였으며, 31.4%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천연

염색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20~50
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Park et al., 
2010)와 일치하고 있다. 

<Table 4>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Factors Statem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mulative)

Cronbach's 
α

Emotion

I like clothing with natural-dye fabrics. .88

2.63 37.7
(37.7) .85

Clothing with natural-dye shows warm feeling. .79

Clothing with natural-dye fabrics looks sophisticate. .74

Clothing with natural-dye shows comfort feeling. .58

Cognition

I believe natural-dye fabrics are good for skin. .81

2.20 31.4
(69.1) .72Clothing with natural-dye fabrics has good quality. .79

I will recommend clothing with natural-dye fabrics to others. .67

2) Comparison of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조사대상인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은 천연염색

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감성적 태도(평균 3.01)와 인지적 태도(평균 

3.27) 모두 평균 3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인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은 천연염색 제

품에 대하여 보통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천연염색제품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장년층 이상의 비교적 학력수

준이 높은 고객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ang, 2004), 대도시 성인의 경우, 천연염색 제품

의 구매율이 20% 내외로 낮았다는 연구결과(Nam, 
2008)를 감안해 볼 때, 본 조사대상이 20대 대학생

이었음에도 보통 정도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천연염색에 대한 감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즉, 한국 여대생은 천연염색에 대한 감성

<Table 5>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by nationality

Groups Emotion
M(SD)

Cognition
M(SD)

Nationality
Korea(n=160) 3.16(0.76) 3.36(0.73)

US(n=180) 2.87(0.79) 3.09(0.76)

t-value  3.41*** 3.40***

Total 3.01(0.76) 3.27(0.7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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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태도 모두 미국 여대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한국 여대생이 천연염색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에 대해 더욱 감성적이며(평균 

3.16 vs 2.87), 천연염색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성 등

에 대해 더욱 인지하고 있음(평균 3.36 vs 3.09)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는 국

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여

대생들은 국가 간에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국가별로 나누어 조사대

상의 전공과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른 천연염색

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여대생 모두 의류소재 추구혜택

은 조사대상의 전공과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 여대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류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은 다른 전공 여대생에 비해서(평
균 3.36 vs 3.06), 천연염색 체험을 한 경우는 천연

염색을 체험하지 않은 경우(평균 3.31 vs 3.02)에 비

<Table 6>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by major and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of Korea and 
US students

Groups Emotion
M(SD)

Cognition
M(SD)

Korea

Major
Fashion(n=53) 3.36(0.88) 3.44(0.81)

Others(n=105) 3.05(0.68) 3.33(0.68)

t-value  2.43* 0.86

Experience
Yes(n=77) 3.31(0.76) 3.38(0.75)

No(n=80) 3.02(0.74) 3.35(0.71)

t-value  2.40* 0.19

Total 3.16(0.73) 3.36(0.76)

US

Major
Fashion(n=99) 3.13(0.77) 2.87(0.82)

Others(n=81) 3.03(0.75) 2.86(0.76)

t-value  0.88 0.13

Experience
Yes(n=13) 3.42(0.86) 3.74(0.72)

No(n=166) 2.82(0.77) 3.04(0.74)

t-value  2.63** 3.27**

Total 2.87(0.73) 3.09(0.76)

*p<.05, **p<.01.

하여 천연염색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측면의 감성

적 태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 여대생을 살펴보면, 의류학 전공

자와 다른 전공자 간에는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천연염색 체

험 여부에 따라서는 감성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태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천연염색 

체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체험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감성적 태도(평균 3.42 
vs 2.82)와 인지적 태도(평균 3.74 vs 3.04) 모두 높

은 것으로 나타나서, 천연염색 체험을 한 경우가 

천연염색 제품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서 천연염색된 소재의 독특하면서도 자연스런 

색상구현과 항균과 피부보호 등의 기능적 특성을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으므로 미래 소비자인 여대

생의 천연염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Purchase intention of natural dyed clothing

1) Purchase intention of natural dyeing by 
nationality and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구

매의도를 국가와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분석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

이 천연염색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국가간, 천연

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구매의도는 평균 3.14를 

나타내어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 평균 2.78로 나타나서 다소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천연염색 제품의 구매의도는 국가별로 차이

를 보여 한국 여대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천연염색 체험학습 경험이 있는 미국 여대

생은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평균 3.46
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체험을 하

지 않은 여대생의 구매의도 평균은 2.72를 나타내

어 천연염색 제품의 구매의도는 다소 부정적인 편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염색 체험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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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 in purchase intention of natural 
dyeing by experience of natural dyeing

Groups
Purchase 
intention
M(SD)

t-value

Nationality
Korea(n=160) 3.14(0.92)

3.38***
America(n=180) 2.78(1.02)

Total 2.95(0.99)

Korea Experience
Yes(n=78) 3.17(0.94)

0.46
No(n=81) 3.10(0.91)

Total 3.14(0.92)

US Experience
Yes(n=13) 3.46(0.96)

2.52*
No(n=166) 2.72(1.01)

Total 2.78(1.02)

*p<.05, ***p<.001.

서 천연염색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천연염색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Kim, 2009). 따라서 미래의 소비

자에게 천연염색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등을 통

해 천연염색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천연염색 제품의 혜택에 대한 지각을 증

가시키고 위험지각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Hong & 
Hong, 2008) 보인다.  

<Table 8> Effect of fabric benefits sought on purchase intention of natural dyed clothing by nationality 

Variables

Purchasing intention of natural dyeing product

Korea US

β t β t

Fabric benefit 
sought

Eco-friendly materials   .24   3.16***   .28   4.66***

Uniqueness －.10 －1.50   .02    .49

Comfort   .05    .77 －.08 －1.88

Aesthetic   .03    .53   .00    .12

Quality   .04    .70   .08   1.78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Emotion   .28   3.36***   .58   9.65***

Cognition   .26   3.29***   .13   1.78

F 43.49*** 175.21***

R2(adjusted R2) .46(.4527) .66(.66)

Durbin-Watson 2.15 1.96

***p<.001.

2) Effect of fabric benefits sought and attitude 
toward natural dyeing on purchase intention of 
natural dyed clothing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매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류소재 추구혜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국가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매

의도의 회귀식은 F값과 각 설명변수의 t값으로 미

루어 볼 때 회귀모델 및 계수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값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에 관련되는 Durbin- 
Watson 값이 2에 가까우므로 회귀식의 설명변수가 

적합하게 선택되었다고 생각된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여대

생 간에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 태도 요인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의 경우, 천연

염색 의류제품 구매의도는 의류소재 추구혜택 요

인 중에서 친환경 추구요인과 천연염색 태도 중 감

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미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의류제품

에 대한 구매의도는 친환경 추구와 감성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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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

환경 추구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천연염색에 대

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 결과(Nam & Chung, 2007)를 지지하며, 천연

염색 제품의 장점을 건강 및 환경친화적 요인이라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Cho, 
2007)와도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의류소재 추구혜택 중 친환경 추구 요인

과 천연염색 태도 중 감성적 요인은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매의도에 공통적으

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나, 천연염

색 태도 중 인지적 태도는 한국 여대생의 구매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

국과 미국 여대생에 있어서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

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

색 태도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천연염색에 대한 감성적 태

도가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

매의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시장 활

성화를 위해서는 감정과 쾌락적 이미지 등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며, 특히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는 천연

염색 제품의 감성적 측면에서의 홍보와 아울러 천

연염색의 항균성 등의 기능성과 인체 보호성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생각한다.  

4. Comparison of purchasing intention for 
apparel item with natural dyeing

<Table 9> Purchasing intention for apparel item of natural dyeing

Items Korea
M(SD) 

US
M(SD)

Total
M(SD) t-value 

Formal suits 2.42(0.94) 2.80(1.18) 2.62(1.09) －3.22**

Casual wear(T-shirts, trousers) 3.40(1.00) 3.56(1.11) 3.48(1.07) －1.41

Shirts & blouses 3.37(1.01) 3.65(1.08) 3.52(1.06) －2.46*

Lounge wear and lingerie(underwear, brazier, pajamas) 3.98(0.99) 3.35(1.22) 3.65(1.16)   5.12***

Socks and stockings 3.09(1.15) 3.07(1.18) 3.08(1.17)   0.21

Accessories(scarves, handkerchiefs…) 3.36(1.06) 3.42(1.28) 3.40(1.22)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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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천연염색 의

류제품별 구매의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천연염색을 이용한 제품 중 실생활에 활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의류, 침구류 및 

홈 패션 그리고 패션소품 등이 있으므로(Park, 2012),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제품을 의류상품에 국한하

여 속옷과 실내복, 양말과 스타킹, 스카프와 손수건 

등의 패션소품, 셔츠와 블라우스, 캐주얼 웨어(티셔

츠와 바지) 및 정장 수트 등으로 나누어 아이템별 

구매의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천연염색된 속옷류, 셔츠와 블라우스, 캐주얼 웨어, 
패션소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

이었으나, 이에 반해 천연염색 정장 수트에 대한 

구매의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연염색 제품별 구매의도는 부분적으로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속옷과 실내복

(평균 3.98 vs 3.35)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반면, 
미국 여대생은 셔츠와 블라우스(평균 3.65 vs 3.37)
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50대 여성의 경우, 선호하는 천연염색 제

품은 가방과 스카프 등의 소품, 생활한복, 속옷류의 

순서이었으며(Cho, 2007), 20~40대 남녀 소비자가 가

장 선호하는 아이템은 생활한복이었다고 보고(Nam, 
2008)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

대상의 성과 연령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
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의도의 비교에 초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한국에만 해당되는 생활한복에 대한 구매의도 문

항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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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천연염색 패션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에서는 성과 연령 등 소비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천연염색 제품 개발에 대해 제안을 해 보

면, 한국이나 미국 등 국가에 따른 구별 없이 여대

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연염색 제품으로는 

캐주얼웨어, 셔츠와 블라우스, 속옷과 실내복, 스카

프와 손수건 등의 패션소품을 개발하되, 특히 한국 

여대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속옷과 실내복 제품을,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셔츠와 블라우스 제품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패션상품을 전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친환경적인 글로벌 패션상품을 개발

하기 위한 소재기획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

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밝히고, 국가, 전공, 천연염

색 체험 여부 등에 따른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

염색 제품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천연염

색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류소재 추구혜택을 요인 분석한 결과, 친환

경 추구, 개성 추구, 쾌적성 추구, 심미성 추구, 품
질 추구 등 5요인이 도출되었다. 조사대상의 국가

별 의류소재 추구혜택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의류소재의 심미성을 추구

하는 경향이 큰 반면, 미국 여대생은 소재의 친환

경적인 측면과 개성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경우 전공 및 천연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의류소재의 추구혜택 요인은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천연염색 체험을 

한 여대생은 국가에 관계없이 의류소재의 친환경 

추구혜택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를 요인 분석

한 결과, 감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천연염색에 대한 태도는 국가와 천연

염색 체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과 천연염색 체험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

우, 천연염색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3. 한국 여대생의 경우,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는 친환경 추구혜택과 천연염색에 대

한 태도 즉, 감성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 모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여대생의 경우, 
친환경 추구와 감성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에 있어서 

천연염색 의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의류

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 태도 요인은 다소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은 천연염색된 속옷과 

실내복, 셔츠와 블라우스, 캐주얼 웨어, 스카프와 

손수건 등 패션소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비교적 긍

정적인 편이었으나, 이에 반해 천연염색 정장 수트

에 대한 구매의도는 다소 부정적인 편이었다. 또한 

천연염색 의류품목별 구매의도는 부분적으로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 여대생은 천연염색 

소재의 속옷과 실내복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반

면, 미국 여대생은 천연염색된 셔츠와 블라우스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친환경적인 글로벌 패션상품

을 개발하기 위한 소재기획과 천연염색 제품의 패

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 여대생 소비자의 의류소재에 대한 친

환경 추구혜택이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천연염색을 적용한 패션상품 기획시 친환경 섬유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천연

염색에 대한 감성적 태도가 한국과 미국 여대생에

게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구매의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이므로, 천연염색 의류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함께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는 천연염색 소재의 

기능성이나 인체보호성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천연염색 체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천연염색 제품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서 천연염색된 소재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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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자연스런 색상구현과 항균과 피부보호 

등의 기능적 특성을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는 체험

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여대생들은 천연염

색된 속옷류, 셔츠, 캐주얼 웨어, 패션소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아이템

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상품기획을 하되, 특별히 한

국 여대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속옷과 실내복 제품

을,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셔츠와 블라우스 제품

에 초점을 두어 천연염색 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가간 

비교연구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

로 의류소재 추구혜택과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태

도의 차이를 밝히고, 글로벌 친환경 패션상품을 개

발하기 위한 소재기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한국과 미국에서 특정 지역으로 한정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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