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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influence people’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dministered to females in their 20s to 40s, and a total of 430 survey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consciousness—which was conceptualized as interest in 
consumer effectiveness and the environment—had a positiv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i.e., clothing recycling and resource conservation. As the perception of consumer 
effectiveness was high, respondents had a tendency not to follow trends. Second, consumers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environment perceived the effect of fast fashion on the environment as serious, and they felt 
negatively toward personal use of fast fashion. Third, consumers with strong resource conservation behavior perceived 
the effect of fast fashion on the environment as serious, but those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secondhand clothing 
did not appear to have that perception. Finally, consumers who followed trends and those with weakly held attitudes 
about resource conservation felt positively toward personal use of fast fash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s an important factor for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In 
addition, consumers with strong attitudes regarding resource conservation were more perceptive of the negative 
effect of fast fashion o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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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 유행은 획일적인 한 스타일로 규

정되기 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으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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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빠른 변화와 유행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다양한 패

션 스타일이 소비자 집단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폐기됨에 따라 패션 제품의 유통 사이클은 점차 짧

아지고 있다(Choi, Lim & Kim, 2008). 국내 패션 시

장에서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도입은 유행 주

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최신 유행 스타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고 있다.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이 유행 스타

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적극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자원 낭비와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폐기된 의복의 소각 처리 시 이산화탄소와 다이옥

신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패스트 패션이 쓰레

기를 양산하여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제조업체, 유통회사, 소비자 모두가 환

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의류산

업(sustainable clothing)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Jeon, 2007). 그러나 패스트 패션 시장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Park(2013)에 의하

면 패스트 패션의 가장 큰 강점은 운영 측면에서의 

소멸성, 생산에서의 희소성, 제품 자체의 낮은 가

격, 만족스러운 품질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

기간에 부담 없이 적정 품질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

한 소수만을 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트렌디

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

들이 확대되고 있다(Park, 2013). 이와 같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자체의 희소성과 적정 

가격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선

호되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시대는 양적인 성장과 물적 풍요에 중요성

을 두는 생산과 소비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나, 
현대사회는 지구환경 및 각종 생태 위기에 직면하

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과 기업들의 마케팅 슬로건, 각종 

매체에서는 재활용 및 절약,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

소비, 사회 마케팅, 공익 마케팅,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 경영 등 이타심에 의거한 다양한 전략

을 제시하고 있다(Lee, 2009). 전문가적인 지식과 

의식을 지닌 소비자들도 가정과 개인의 소비가 사

회책임적 소비 생활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의복을 기부하고, 나눔으로써 공동체적인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Park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환경의식과 사회책임적 소비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포괄적인 의미인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책

임, 환경보존적인 소비자 행동, 환경 관리 행동이라

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좀 더 구체

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분리수거 행동, 재활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 상품 구매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Park & Rhee, 1995). 특히 환경

의식이라 규정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 지식, 가치

관, 소비자 효과성 지각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규

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개인 노력의 결과가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환경의식적 행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

타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환경에 대한 태도와 특

정 상품에 대한 개인의 구매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Lee, 2009). 환경의식과 

개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환

경의식적 행동은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

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손
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Kim & Park, 2002).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과 개인 소비자가 실천적인 사회

책임적 소비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면서 의복의 재활용, 중고의복의 활용, 자
원 보존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Chang, 1996; Park 
& Oh, 2005; Stephens, 1985). 한편, 환경오염의 결

과에 대한 지각과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지각이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

이 도출되었는데(Kim & Park, 2002), 이는 사람들

이 환경이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개인의 행동으

로 인한 미래 결과를 지각한다는 결과지각은 환경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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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결과지각은 연구목적에 따라 개인적 결

과와 사회적 결과 혹은 개인적 결과와 환경적 결과 등

으로 분류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Follows & Jobber, 
2000; Joireman et al., 2001; Moon, 2009). 

그러나 아직까지 의류학 분야에서의 패스트 패

션 연구는 패스트 패션의 사회문화적 현상(Ro & 
Kim, 2009), 패스트 패션에 대한 태도(Park & Ku, 
2012),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Park & 
Yi, 2011) 등 패스트 패션의 특징과 브랜드의 마케

팅 전략, 소비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패션 시장에서 주목하는 패스트 패션

과 사회 전체의 이슈인 환경문제와의 관계를 밝히

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환경

에 대한 의식에 따라 구매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소비자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패스

트 패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

인 측면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유용하다고 생각하

는 소비자들도 있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

제 행동 사이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의식, 사회책임적 의류소비

태도와 패스트 패션의 환경적 결과를 우려하는 부

정적 태도, 개인적인 효용과 연관된 긍정적인 태도

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태도가 어

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특히 환경의식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책임적 의류소비와 관련된 

행동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에 주목하여 살펴보

고자 하며, 사회적 이슈인 환경 문제에 있어 패스

트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Background 

1.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연구자들은 환경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

비자들의 환경의식을 측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

에서 환경의식을 일상생활 중 환경문제를 깊이 인

식하고,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배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의식이라 정의

하였으며, 환경의식은 인구통계적 변인보다 환경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Boldero, 1995).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한 관심, 지식,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가치관 등의 개인의 내적 변수들로 다양하

게 구성되어 연구되었으므로 각 변수들의 관계와 개

념이 확실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Poortinga, Steg & Vlek 2004). Ellen, Weiner 
and Cobb-Walgren(1991)은 환경의식을 소비자 효

과성 지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선정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두 변인은 서로 다

른 개념이라 규명하였으며, 환경의식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Kim and Choi 
(2005)도 환경적 관심과 소비자의 효과성 지각은 

환경의식을 구성하는 변수 중에서도 더욱 영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을 구성하는 변수를 Ellen et al.(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효과성 지각, 환경에 대한 

관심을 주요한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1)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소비자 효과성 지각(Perceived consumer effective-

ness)은 환경의식적 소비자 혹은 윤리적 소비자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이다(Koh & Noh, 2009). 소
비자 효과성 지각은 소비자가 자신의 노력이 특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Ellen et al., 1991), 개인

의 노력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

고, 환경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llen et al.(1991)은 소비자 효과성 지

각과 개인의 환경행동의 실천 정도나 공적인 환경 

단체 참가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효과성 지각은 환경 제품의 구입이나 헌종이 회수 

등의 개인 행동의 실천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공적인 환경 단체에 참가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등 공적 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하였다. Lee and Holden(1999)에 의하면 소비

자 효과성 지각은 재활용 행동이나 스티로폼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등의 비용이 적게 드는 행동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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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의도나 지역의 정수시설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고비용 소비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친환경 또는 윤리적 

제품의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 선행 연구 중 Koh and 
Noh(2009)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윤리적 패션 상

품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구
매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Huh 
(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윤리적 

상품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uk(2013)은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

자 평가에 대해 소비자 효과성 지각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환경적, 문화적, 사
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그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에 가

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개인의 환경 의식적 노력과 행동이 환경이

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패션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

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연구에서 소

비자 효과성 지각은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소
비자가 효과성 지각은 환경의식적 소비 태도와 행

동에 영향을 미쳤고, 윤리적 상품이나 친환경 상품

의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환경 의식적 노력

이나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소비자들 즉 소

비자 효과성을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윤리적 

패션 상품 태도에 긍정적이었으며, 패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하였다.  

2) Environmental concern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1970년

대부터 환경의식적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한 변수로 대두되었으며, 환경의식의 가장 기초적

인 개념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환경의식적 

태도가 증대된다(Fransson & Gärling, 1999). 즉, 환

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으면 개인 혹은 사

회 전체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걱정이 증대

되고, 그로 인해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태도나 실천

적 행동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Ellen et al.(1991)은 

환경의식을 환경에 대한 개별 소비자들의 관심 정

도로 정의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지하

는 것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재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환

경의식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의식적 행

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이다. Hopper and Nielsen 
(1991)은 제품의 사용 후 처분행동의 중요 동기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고 하였고, Roberts and Bacon(1997)은 환경에 대

한 관심과 환경의식적 소비행동 간에 긍정적인 관

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제품의 구매나 사용, 처
분과 관련하여 환경의식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

다는 것이다. Lee and Noh(2000)는 환경에 대한 관

심이 환경의식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Choi(2010)는 환경관심이 환경친화적 

시민행동과 그린 제품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환경에 대한 태도와 환경친화적 활동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심

리적 변수이며, 대체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

록 환경의식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제품 구매와 

사용 후 처분과 관련된 직접적 행동에도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2.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환경에 대한 태도는 사회책임적 행동, 환경에 대

한 책임 등으로 포괄적인 태도로 규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분리수거 행동, 재활

용 행동, 에너지 절약 행동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

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Park & Rhee, 1995). 사
회 책임적 태도를 재활용 태도로 규정한 Chan(1999)
은 홍콩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재활용 태도가 긍정적인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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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하였다. 즉, 홍콩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

자들의 노력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높을수록 제품의 재활

용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책

임적 태도에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사회책임적 소비 태도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개념

으로 의류 제품의 생산, 소비, 처분의 전체 단계에

서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소비 태도를 의미한다. 즉,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는 의류를 구매해서 사용

하고, 처분하는 전체 과정에서 의류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을 가

질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인식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Stephens, 1985). 
Stephens(1985)는 개인의 의류 소비에서 나타나는 

사회 책임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중고 의류, 의
류 재활용, 유행, 의류 소비와 자원 보존 등 4개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였다. Chang(1996)은 Stephens 
(1985)의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태

도와 처분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이때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를 중고 의류 

구입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의
류소비와 자원보존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에 따라 의류 처분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

으며, 특히 유행에 대해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일수록 이타적인 처분행동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 소비와 관련하여 환경

의식적 소비자는 의류의 소비와 처분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류 제품 구매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빠른 유행 변화를 적용한 패스트 패션에 대

한 의식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

패션제품의 소비가치와 태도를 연구한 Choo and 
Park(2013)은 중고패션의 소비가치를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공헌 가치, 경제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다른 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사회공헌 가치가 도출된 것으로 

중고패션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구매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고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된 Park and Oh(2005)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환경의식이 

의복의 재활용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물질주의 성향의 하

위 차원 모두 의복 재활용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환경의식의 하위 차원 중 자원절

약의식, 참여의식은 의복 재활용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의식의 하

위 차원인 자원절약의식, 참여의식, 재활용 의식은 

의복 재활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복 재활용 태도는 의복 재활용 행동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이 나타났

다. 반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과 행동 간의 차이

를 보고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Lee(1997)의 

착용하지 않는 의류의 처분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는 소비자들은 의류 폐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

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존을 위한 의생

활 관리 지식이 낮은 편이며, 환경 의식은 높으나 

실제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 행동은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나, 환경의식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의식적 행동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효과성 지

각을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일수록 환경에 대한 태

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생산, 소비, 처
분의 전 과정은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므로, 각 과정에서 사회책임적 소비 태도를 파악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 환경의식, 태도와 행동간의 일관성을 나타

내는 연구도 있는 반면,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패스트 패션은 제품의 기획, 디자인 및 생산을 

거쳐 매장에 진열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상품 주기

를 불과 일주일에서 한달 간격으로 단축해, 소비자

의 요구사항이나 변화하는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

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Jang, 2007). 국내 패션시장

에 유니클로, 자라 등과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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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패스트 패션으로 전환하고 있어 전체적인 패스트 

패션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증가와 유행사이클의 가속화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의류 폐기

량을 증대시킨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적 관점에서 패스트 

패션을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의식,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와 패

스트 패션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행동이나 의도를 설명하는데 

지배적인 변수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환경 관련 

연구에서 소비자의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제품 구매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으로 

환경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제품 구매와 관

련된 태도나 행동으로 실행되는 데에는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제품의 구매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는 것과 자신에게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거나, 비용과 같은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고려함에 따라 태도와 행동 간

에 충돌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Follow & Jobber, 2000; Kim & Park, 2002; Moon, 
2009). 

연구자들은 미래 결과에 대한 지각을 개인의 행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였

으며, 자신의 행위결과가 가치 있는 대상에게 미치

는 영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로 정의하였고(Joirman 
et al., 2001), 환경과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요

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Follow and Jobber(2000)는 결과지각의 대

표 연구자로서 소비의 개인적인 영향을 고려한 개인

적 결과(Individual consequences)와 환경적 결과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환경적 결과(Environmental 
consequences)로 구분하여 친환경 제품과 비 친환경 
대안 제품의 구매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국내 선

행연구들도 결과지각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전

개되었으며, 그 중 Moon(2009)은 환경적 결과지각, 
개인적 결과지각으로 분류하여 결과지각을 파악하

였다. 이들 연구들은 환경적 결과와 개인적 결과에 

대한 중요성 지각을 넓은 의미로 태도로 간주하였

으며, 제품 사용으로 인해 자신에게 개인적인 혜택

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하는 소비자일수록 환

경문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일반적 태도보다는 환경이나 개인에게 작용

하는 태도를 분류하였다. 한편, 윤리적 패션 제품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혜택 지각은 윤리적 패

션 제품 소비 태도 및 행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on et al., 2013). 즉, 환경의식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윤리적 소비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윤리적 패션 제품 소비가 사

회적 기여 혜택과 개인적 혜택이 있다고 지각할수

록 윤리적 패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한다는 것

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의 결과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인식하

고, 이를 고려하여 구매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스트 패션이 환경적인 측면

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결과 지각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과 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므로, 이를 적

용하여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을 환경적 결과지

각과 개인적 효용이라는 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1) Environmental consequences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품 구매에 있어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Follow and Jobber(2000)는 모든 타

인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자기초월성, 보수성, 자기 

자신의 상대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고양성으로 

가치관을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 초월성은 제

품의 환경적 결과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자기 고양성과 보수성은 환경적 결과지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2009)
은 개인의 가치관 중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추가하

여 환경적 결과지각과 개인적 결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 초월성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제품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지각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지만, 자기고양성은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이렇듯 개인의 가치관이 타인을 존중하

거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소비자들

은 환경적인 결과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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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자기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소비자들은 대의적인 성격을 지닌 환경적 결과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을 넘어 환경적 가치 유형

에 따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류 위험에 대한 지

각을 살펴본 결과, Moon, Hong and Kim(2010)은 

환경 가치 지향을 생태적 가치, 이타적 가치, 자기

중심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적 가치

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오염에 의한 인류 위

험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타적 가치는 

환경문제 심각성 지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기중심적 가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류위험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 가치를 추구할 경우, 
환경적 결과를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환경 가치 중 추구하는 유형이 다르면

 환경적 결과 지각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나

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의식적 태도와 결과지

각, 환경의식적 행동간의 관계를 제시한 McCarty 
and Shrum(1994), Taylor and Todd(1997)는 사회적 

효용을 추구할수록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행동에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

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식하고 행동으

로 실천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이 없으며, 자기 중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은 환경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 소비자라는 용

어들이 사용되었으며, 환경친화 소비자들은 환경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행동을 자제하고, 제품을 구매, 사용 

및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중요한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며,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

라 사회의 복지도 고려하는 소비자라 할 수 있다

(Choi. 2012). 결과적으로 환경의식적 소비자는 개

인의 의류 제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환경에 대한 결과

지각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환경 가치에 따라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달랐으며, 개인

의 가치 중 자기초월성, 이타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환경적 결과 지각에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며, 그로 인한 제품의 재

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Individual usefulness
소비와 관련된 개인적 영향을 고려하는 개인적 

결과지각은 제품의 구매의도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Follow and Jobber(2000)는 천 기저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인 영향을 고려한 개인

적 결과가 환경적 결과지각 이상으로 기저귀 구매

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

며, 개인적 결과지각과 환경적 결과지각은 친환경 

제품의 구매의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 초월성과 자기 고양성

은 개인적 결과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은 개인적 결과지각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Moon(2009)의 연구에서도 환경적 결과지각과는 달

리 개인의 가치관 중 자기초월성은 개인적 결과지

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보수성과 자기고양

성은 개인적 결과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개인의 가치관이 이타적인 사안에 관심을 두는 소

비자는 제품 구매시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그리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자기중

심적인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로 인한 

개인적인 결과 혹은 효용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에 따라 구매의도가 달라지는데, Follow and Jobber 
(2000)는 천 기저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천 기저귀 구매의도가 높다

고 하였으며, 세탁의 번거로움 등의 개인에게 미치

는 결과지각은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cCarty and Shrum(1994), Taylor and Todd 
(1997)는 재활용 행동에 대한 선행변수로써 결과지

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불편함, 비용과 같은 

개인적 효용은 재활용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관 중 

자기초월적인 소비자들은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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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자기중심적인 

소비자들은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매우 중요하

게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결과지각은 재활

용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개인적 결과지각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결과

지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품의 구매의도나 

구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품의 구매와 관련된 개인적 효용은 환경적 결과지

각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며, 제품의 구매로 인한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환경의식적 행동이나 친환경 제품의 구매의도

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는 환경의식과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

가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환경의식(소비자 효과성 지각, 환경

에 대한 관심)이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환경의식(소비자 효과성 지각, 환경

에 대한 관심)이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환경적 

결과지각, 개인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중고의류 

구입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자
원보존의 태도)가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환경적 

결과지각, 개인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Measurement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으

며, 설문지는 환경의식,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태도,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

하는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해당 연구

자의 연구에서 설문문항을 번역하고, 의류 분야에 

적용하여 다시 문장을 재구성한 후, 한국어, 영어 

두 개 언어에 익숙한 의류학과 교수에게 번역 확인

을 거쳐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각 주요 변수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은 역(Reverse) 문항으로 측

정된 문항이 많아 연구대상들에게 응답을 받은 후 

자료코딩 시 다시 역코딩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태도가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식에 대한 변수 중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는 Ellen et al.(1991), Kim 
(2009)에서 사용된 구성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번역한 후 수정하였으며, 7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이 환경 문제 해결에 

높게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식에 대한 척도의 내용타당

도는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확인받았

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62, 환경적 관심은 

.67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사회책

임적 의류소비태도에 대한 척도는 Chang(1996), 
Stephens(1985)에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본 연

구의 목적과 시의성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22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
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는 중고의류 구입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자원보존의 태도로 

구성하였다.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 대한 척

도는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

인받았고, 이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중고의류 구입태도는 

.86, 의류 재활용 태도는 .79, 유행에 대한 태도는 

.69, 자원보존 태도는 .64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확보되었다.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은 패스트 패

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개인적인 

혜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적 결과

지각의 변수와 개인적 효용의 변수로 분류하였다. 
측정문항은 Follows and Jobber(2000)의 문항을 번

역한 후 패스트 패션의 속성을 적용하여 설문문항

을 완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을 구성하는 문항

들은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

인받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적 결과 

지각의 신뢰도 계수가 .67, 개인적 결과지각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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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내적 일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연구대상은 패스트 패션 기업의 목표 고객인 20

대부터 40대 여성 소비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옷

에 대한 구매력이 높고, 학생, 미혼, 주부, 직장여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 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방식과 온라인 설문지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결
혼 여부, 소득을 고려한 할당표본 추출법을 이용하

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4월에 진행되었으며,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0부의 설문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

펴보면 연령은 20대가 33.7%, 30대가 32.8%, 40대
가 33.5%였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45.6%, 기혼

이 51.9%, 기타가 2.6%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

득으로는 300만 원 미만이 37.7%,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20.0%,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9.1%, 500만 원 이상이 23.2%로 나타났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Table 1>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β t F R2

Secondhand clothing purchas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10 1.66

18.30*** .08
Environmental concern .21 3.73***

Recycling of clothing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19 3.34**

29.65*** .12
Environmental concern .21 3.65***

Trend-seeking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21 3.59***

10.86*** .05
Environmental concern .02  .30

Resource conservation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12 2.14*

43.68*** .17
Environmental concern .33 6.10***

*p<.05, **p<.01, ***p<.001 

환경의식의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중고의류 구입태

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자원보존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환경의식은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태도인 중고의류 

구입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유행에 대한 태도, 자
원보존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고의복 태도에는 환

경적 관심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
원 재활용 태도에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보다 환경

적 관심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에 대한 태도에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원보존 태도에는 소비자 효과

성 지각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노

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지각하고, 환경문제가 개

인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비자 효용

성 지각이 높을수록 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며, 유행을 따르려는 특성이 적으며, 
의류 소비에 있어서도 자원 보존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환경

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중고의복에 대한 구

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의류 재활용에 대해서도 긍

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자원보존의 태도

가 높아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복을 오래 입으

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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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Hopper and Nielsen(1991)의 연구

에서 제품의 사용 후 처분행동의 주요 동기 요소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연구 결과와 Roberts and Bacon(1997)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관련 행동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노력에 대한 강한 신념은 

환경을 위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Chan(1999)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환경의식 변수가 사회책임적 소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결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 효과성 지각에 

비해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Lee and Holden(1999)
의 연구에서 소비자 효과성 지각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

구에서는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는 비교적 비용

이 적게 들므로 소비자의 효과성 지각보다는 환경

에 대한 관심이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는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환경의식의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패스트 패션의 환경적 결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환경의식은 패스트 패

션에 대한 환경적 결과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 중 환경에 대

한 관심만이 환경적 결과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Table 2>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β t F R2

Environmental consequence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08   1.40

26.56*** .11
Environmental concern .28   4.96***

Individual usefulness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11   1.82

 4.97** .02
Environmental concern －.19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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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닌 소비자는 패스트 패션을 구매하고 착용함으

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소비자 효과성 지

각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처분되어야 할 의류 문

제와 낭비되는 자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의

식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개인적 효용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만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개인적 효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관심이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 효용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그 설명

력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패

스트 패션의 개인적 효용은 유행추구나 경제적 혜

택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은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유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적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패스트 패션의 결과

지각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에 비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진 소비자일수록 패스트 패션이 환경 문제나 자원 

고갈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으

며,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부정

적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가 다양한 사이즈와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

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하는 소비자들

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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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자연

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Moon 
et al.(2010)의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환경

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패스트 패션이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지각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효과성 지각이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왔는데, 이는 Suk(2013)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두 연구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효과

성 지각이 패션 제품의 구매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보다는 환경

에 대한 관심이 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패션 소비행동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패션기업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The Influence of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의류제품 소비자의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가 

패스트 패션의 결과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는 

환경적 결과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원보존 태도가 패스트 패

션의 환경적 결과지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많

이 미쳤으며, 그 다음은 중고의류 구입태도로 부정

<Table 3> The influence of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Perceived consequences 
of fast fashion

Socially responsible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β t F R2

Environmental consequences

Secondhand clothing purchase －.20 －3.37**

31.17*** .23
Recycling of clothing .11   1.61

Trend-seeking －.01  －.11

Resource conservation .48   8.53***

Individual usefulness

Secondhand clothing purchase －.07 －1.04

 6.47*** .06
Recycling of clothing .20   2.57*

Trend-seeking －.21 －4.08***

Resource conservation －.14 －2.20*

*p<.05, **p<.01, ***p<.001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신 유행을 

빨리 적용하는 패스트 패션은 제품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으므로 다른 패션 제품보다 빨리 사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원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원활용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Moon 
et al.(2013)의 연구에서 패션제품의 윤리적 소비행

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 소비로 인한 사회

적 기여 등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과 같은 이타적 

혜택이나 제품의 개인적 혜택을 강조하여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자원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

리적 소비자가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 혜택뿐만 아

니라, 이타적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기부문화나 나

눔 문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

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의류 태도를 높게 지닌 소비자일수록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각

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패션제

품의 소비가치가 중고 패션제품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Choo and Park(2013)은 패션연출에 자

신감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중고 패션제품을 착용

할 때의 느낌, 기분,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사회공헌 가치 측면도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중고 의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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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연출에 적극적이 않은 소비자로 패스트 패션 

소비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에서 기인하는 환경적 결과에 대한 의식이 형성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서 비롯된 결과로 고려

된다. 
다음으로 사회책임적 소비 태도가 개인적 효용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책

임적 의류소비태도가 개인적 효용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패스트 패션이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지각에 유

행에 대한 태도, 의류 재활용 태도, 자원보존의 태

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의류재활용 태도는 개인적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행에 대한 태

도와 자원보존의 태도는 개인적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복의 재활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인 소비자일수록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 효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받

아 입는 것에 개의치 않고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

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는 패스트 

패션이 개인적으로 주는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류 바자회에서 의

류를 구입하는 데 긍정적인 소비자라는 점과 20대
부터 40대 여성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패스트 패션의 가격적인 측면과 유행을 선

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유행을 추종하지 않는 소비자, 자원보

전에 대한 태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 효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즉, 유
행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소비자 혹은 의류 구

매시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

은 패스트 패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나 

유행성, 다양성 등의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Moon(2009)의 연구에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고양성 가치를 

가질수록 제품의 환경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

지 않고, 개인적 결과를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 연

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자원보존의 태도를 가질수

록 환경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 효용

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의류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개인의 의식이 패스트 패션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환경 의식,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

와 패스트 패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의식이 실천적인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환경의식

과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가 패스트 패션의 결

과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효과성 지각

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류 재활용이나 

자원 보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중고의복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소비자 효과성 지

각이 높을수록 유행을 추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의식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

치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패스트 패

션의 개인적 효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

였다. 셋째, 자원보존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패스

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생

각하였고, 중고의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록 패스트 패션의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

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을 추종하고 자

원보존에 대한 태도가 약한 소비자일수록 패스트 

패션의 개인적 효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회책임적 의류소비

태도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 중 자원보존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

록 패스트 패션의 환경적 결과를 가장 심각하게 지

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

회에서 패스트 패션 기업의 마케팅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효과성 지각과 환

경에 대한 관심이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패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방법 및 폐

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환경에 대

한 관심과 소비자의 작은 노력이 환경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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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지식과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공익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패스트 패션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구매

한 옷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감소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중고의류 구입

에 대해 적극적인 소비자일수록 패스트 패션이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의류 재활용 태도를 가진 소비자는 패스

트 패션이 개인적으로 주는 이익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패션 기업에서는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시 유기농 

면의 사용이나 에코백을 출시하는 친환경 캠페인 

과 더불어 리사이클 캠페인이나 중고의류 바자회 

등과 같은 환경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함으

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에게 의류 재활용의 실천을 유도함으로 의

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해

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식과 태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 외에 구매 행

동 등에 관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주요 변수를 다루었지만, 후
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의식의 차원을 중

심으로 사회책임적 의류소비태도와 패스트 패션과

의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20~40대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으나, 
패스트 패션 기업에서는 남성 소비자를 목표 대상

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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