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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ategorize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and to identify impacts of health and environment consciousness on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e and 
disposal behaviors. The subjects were homemakers (n=381), and they were segmented into LOHAS group, environment 
conscious group, unconscious group, and wellbeing group according to their health and environment consciousness. 
Older homemakers were included in LOHAS group and environment conscious group. And these homemakers 
performed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better than wellbeing group or unconscious 
group. Health consciousnes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second-hand clothing purchasing and recycling. 
Environment consciousnes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clothing made with organic, natural or functional materials, 
or the second-hand clothing purchasing, and recycling of the second-hand clothing. There was a need to develop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homemakers' health and environment consciousness, or to upgrade their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e and dispos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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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들어 혹한이나 대규모 홍수와 같은 일련의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앙을 경험한 소비

자들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깊게 의식하고 반성하

면서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구매 태도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친환경적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환경친화적 의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한데 비해 

가격은 비싸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그 기능에 대해 

신뢰감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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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매하는 수준은 더욱 낮다고 본다(Meyer, 2001). 
과거에 비해 유행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급변하는 유행을 반영하여 합성섬유로 생산된 합

리적 가격대의 의류는 각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

를 양산하는 사회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중고 의류를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

류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집한 후, 환경친화적

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제3세계로 수출하거나 업사

이클링(up-cycling) 과정을 거쳐 디자인 터치가 더

해진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또 일부 

패션 기업에서는 자사 의류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

하거나 흡습속건성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소비자와 사회의 요구

에 대처하고 있으며,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명품 

중고 패션 마켓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운

영되기도 한다(Kim & Kim, 2013). 그러나 이상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나 처분행동에 대한 연구들

은 초기 단계로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

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의식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인과 요인이

므로(Bak & Hur, 2010) 환경의식은 환경친화적 행

동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고, 환경의식과 환경친

화적 행동을 관련지은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Fraj 
& Martinez, 2006; Gam, 2011; Lee, 2011). 또 건강

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유기농 식품이나 환경친화

적 상품을 선호하며, 건강 유지뿐 아니라 환경보전

에도 관심이 높고(Chryssohoidis & Krystallis, 2005; 
Michaelidou & Hassan, 2008), 환경친화적 의류 재

활용이나 처분행동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Park & Oh, 2005). 
이와 같이 환경의식은 건강친화적 행동을 유발

하지 않으나, 건강의식은 건강친화적 행동과 환경

친화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

행동 중 구매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을 선택하여 본 연구를 설

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자료 분석을 바

탕으로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을 구체

적으로 개념화한 후 가정에서 의생활 업무를 총괄

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환

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서 주부들

이 의류를 환경친화적으로 구매 및 처분하여 그린 

환경 창출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의류생산업체들

이 상품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Background

1.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건강의식이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강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웰빙에 관심이 높고,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다(Michaelidou 
& Hassan, 2008). 건강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대부

분 나이가 많고, 이들은 자신의 건강 유지에 관심

이 높을 뿐 아니라 환경 보전에도 관심이 높기 때

문에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며, 친환경 식품의 안전

성에 대해 자주 토론하기도 한다(Chryssohoidis & 
Krystallis, 2005). 

Choi(1994)는 “환경의식이란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중 자원의 구매, 사용, 폐기

의 관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배제하고,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고, 자발적

으로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여 절약하는 생활을 실

천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생각”이
라 정의하였다. Kim and You(2000)는 환경의식을 

환경에 대하여 소비자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

고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 환경보존적 소비를 인식하

는 소비자 의식을 지니고 있는 환경보존의식, 재활

용과 같이 자원절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자 하는 재활용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젊고 학력이 높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고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데, 
이는 최근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

상함에 따라 정규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Jo (2005)는 환경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 대 

환경, 환경오염 인식, 일상적 생활 실천, 경제적 부

담 실천 요인을 포함하는 척도를 사용하였고, 나이

가 들수록 환경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여, Kim and 
You(200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Lee 
(2011)는 Jo(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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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의식을 측정하여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들

은 건강과 관계깊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와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Fraj and Martinez(2006)은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

비자는 친환경적 행동에 관심이 낮으나, 환경에 관

심이 높은 소비자는 친환경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Kim and Seock(2009)은 건강의

식과 환경의식이 대학생들의 친환경 화장품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건강의식과 환

경의식이 높은 여대생은 친환경 화장품에 호의적

이며 자주 구입하였고, 특히 환경의식은 친환경 화

장품 구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젊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더 높은

데, 이는 환경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강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근검절

약 생활양식에 익숙하게 살아온 나이가 많은 소비

자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층보다 환

경 의식이 더 높았다(Bak & Hur, 2010). 이상과 같이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는 건강의식도 높고, 우리

나라의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은 건강의식과 환경의

식이 더 높고 환경친화적 상품을 많이 구입하였다.

2.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Bak and Hur(2010)는 “환경친화적 행동이란 쓰

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와 같

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일상적인 개인 행동뿐 아

니라 환경운동에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함의를 갖

는 집합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환경친화적 의류 

소비행동은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의류를 구매, 
사용, 폐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또는 그린 소비(Green consumption)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구매 및 처분행동으로 한정하여 문헌

고찰하였다. Hur(2007)는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

동으로 과다구매나 충동구매를 포함한 비합리적 구

매, 중고의류 구매, 의류 대여를 포함하고, 환경친

화적 의류 처분행동으로 재활용 또는 재판매나 증

여, 의류 분리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쓰레기통에 폐

기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에는 중고 의류, 유기

농으로 재배된 천연 섬유, 재생 섬유, 기능성 소재

나 천연 염색된 소재, 폐원단을 재활용하여 만든 

의류 구매, 의류 대여, 충동 구매 또는 비계획적 구

매나 과다 구매를 포함한 비합리적 구매를 자제하

는 것을 포함하였다. Seok and Kim(2005)는 환경의

식이 높은 집단은 중고 의류를 자주 구매하고 쉽게 

수용하나,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은 중고 의류에 대

해 부정적이고 잘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고 

의류판매점에서 수선센터를 운영하면 고객의 사이

즈에 맞게 수선해 주거나, 리폼해 줄 수 있어 중고 

의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고 의류의 판매

가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젊은 

소비자들은 중고 의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

나, 빈티지 패션의 유행과 같이 차별화된 디자인 

때문에 중고 의류 온라인 매장에서 중고 의류를 구

입했고, 나이가 많은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

문에 중고 의류를 구매했으며, 중고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 의류에 관심과 호감이 높고, 
중고 의류가 유용하다고 신뢰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중고 의류를 구매하여 착용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 중고 의류 시장 활성화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Kim & Kim, 2013; Park & 
Choo, 2011). 

Hustvedt and Dickson(2009)는 소비자의 유기농 

면으로 만든 의류 구매와 관련한 변인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기농 면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과 

사용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기농 면제품 사용 경험

이 있는 집단은 의류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염료나 

화학약품이 환경 피해를 높이며, 유기농 기법은 환

경 피해가 적고 지속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의류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에 관심이 높은 편이었

다. 또 이들은 유기농 면제품 구매의도가 높고 공

정거래가 이루어진 의류를 구입하거나 사회적 문

제에 관심도 높고, 자신을 환경보호론자 또는 유기

농 후원자,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소비자로 인식하

였다. 그러나 Chan and Wong(2012)은 유기농 면이

나 착용 후 폐기되었을 때 생분해가 가능한 옥수수 

섬유로 만든 환경친화적 의류는 가격대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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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적 소재로 

만든 의류를 구입하려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

다. 유기농 식품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지만, 환경친화적 의류는 즉각적이거

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매의도

가 낮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디자인, 품질, 가격과 

같은 친환경적 의류의 제품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

아 구매하지 않고, 윤리적 기업이라는 평판과 같은 

패션기업의 속성에 영향을 받아 환경친화적 의류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Shun et al.(2012)는 소비자들은 

패션기업의 작업환경이나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측면의 생산 또는 탄소배출량 통제와 같은 친환경

적 생산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

든 쇼핑백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윤리적인 패션기업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Gam(2011)은 패션성향이나 쇼핑성향이 환경친

화적 의류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소

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친화적 태도는 

환경친화적 소비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친

화적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비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환
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서 패션업체에서는 환경친화적으로 의류를 생산하

여 사회적 책임이 강한 기업(Corporate social respon-
sibility)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노력하나, 우
선적으로 소비자의 친환경적 의류에 대한 의견이

<Table 1> Summary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Category Contents Researchers

Purchasing

․The second-hand clothing
․Clothing made with pro-environmental textiles(organic, natural, regenerated, recycled, 

functional, natural dyed) 
․Clothing made with patch fabric
․Rent clothing
․Control unreasonable purchase(impulsive, unplanned, over-purchase)

Gam(2011)
Hur(2007)

Jeon & Koo(2013)
Kim & Kim(2013)
Park & Oh(2005)

Disposal 

․Resale
․Recycle(donation, separate collection box)
․Exchange(the second-hand clothing store, compensate program of a brand store)
․Disposal to waste box
․Separate disposal box

나 지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았다. 또 시판되는 환경친화적 의류의 디자인이나 

종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경친화

적 의류를 구매하거나 착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므

로 패션업체에서는 표적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환경친화적 의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에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고 의류를 싸게 기증받아 나눔 및 순환 문화

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고 의류 거래량이 증가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며,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 패션이 범람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

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류가 단기간 사용된 

후 버려지므로 양질의 중고 의류가 공급되며, 이와 

같은 중고 의류나 현수막을 활용하고 디자인하여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업사이클 브랜드를 출범시켰

다(“Up-cycle design business”, 2011).
환경친화적 의류 폐기행동에는 유행이나 취향이 

변화하거나 낡아져서 입지 않는 중고 의류를 중고 

의류판매점에 판매하거나, 자사 브랜드 중고 의류

에 대하여 보상교환판매를 실시하는 점포에 가져

가서 약간의 할인을 받고 신제품으로 교체, 친척이

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의류 분리수거함에 

넣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것을 포

함하였다. Park and Oh(2005)는 환경의식은 중고 의

류 재활용 태도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중
고 의류 재활용 태도는 중고 의류 재활용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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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나, 중고 의류 재활용 태도는 중고 의류 

처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

다. 또 소비자들은 중고 의류 분리수거함을 잘 이

용했으나, 중고 의류를 재판매 또는 재활용하지 못

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의복을 

과다구매한 소비자들이 중고 의류를 쓰레기로 폐

기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과소

비를 억제하고, 중고 의류 폐기에 따르는 환경 피

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중고 의류를 재판매하거

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Hur, 2007). Jeon and Koo(2013)는 저탄

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은 소비자는 중고 의

류를 재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처분하는 수준

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폐기

행동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problems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

동의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주부들을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따라 유형

화한 후 유형화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환경

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주부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환경친화

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Measurement
설문지는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관한 각 9문항

은 선행연구(Jo, 2005; Kim & Seock, 2009; Lee, 
2011)를 참고로 제작하였고,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행동에 관한 15문항과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

에 관한 10문항은 선행연구들(Hur, 2007; Gam, 2009; 
Kim, 2010; Kim & Cho, 2000)을 참고로 제작하였

고,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월수입, 의복비 지출을 

포함한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3. Data collection and subjects
설문지는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

년 2월 10~17일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30~59세의 

주부 30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나이는 30대, 40대, 50대가 고르게 표집되

었고, 전업주부가 41.2%, 취업주부가 58.8%로 취업

주부들이 조금 더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수학 

이하가 28.6%, 대학교 수학 이상이 71.4%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가정의 월별 소득은 400만 

원 미만이 46.4%,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이 

35.7%,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이 17.9% 포함되었다. 
가족 1인당 월별 의복비 지출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6.4%,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5.4%,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9.7%,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8.4%였다.

4. Statistical analysis
SPSS PC(Ver. 16.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

균, 중앙값,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교차분석, 중
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Result and Discussion

1. Factors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
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을 측정한 설문문항을 

주성분분석법으로 배리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차 요인분석에서 5요인

이 추출되었으나,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장하

고 있는 의복과 조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

을 고른다”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낮아서 이 문

항을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 요인

을 추출하였고, 총 설명량은 64.04%로 나타났다. 요
인 1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 의류나 천연 염색

된 의류를 구입하는 내용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므로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로 명

명되었다. 요인 2는 중고 의류 판매점에서 구입하

거나 교환한 경험 또는 자사 브랜드 중고 의류 교

환판매기간에 구매하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중고 의류’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여름에는 

쿨맥스와 같이 시원한 소재 또는 겨울에는 히트텍

스와 같이 따뜻한 기능성 소재를 선택하고, 인조 

모피 의류를 선택하는 내용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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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로 명명되었다. 요인 

4는 착용 빈도가 낮은 어린이용 외출복이나 한복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의류 

대여’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착용 기간이 짧은 첨

단 유행 스타일을 선택하지 않고 착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하는 내용의 2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클래식 스타일’로 명명되었다. 이
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의복 구매행

동의 요인은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중고 의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의류 대여, 클
래식 스타일 등 5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의 요인으로 Hur(2007)는 비합리적 

구매, 중고 의류, 의류 대여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기능

성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타일 의류 구매와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요인의 평균을 비

교하면 주부들은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구매하

<Table 2> Factors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Factor name Statem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Reliability
(Mean)

Clothing made 
with organic or 
natural material

․Clothing produced with little environmental pollution .85

3.70 17.98% α=.78
(M=2.91)

․Expensive clothing but produced with little fertilizers or 
chemicals or organic cotton .82

․Clothing produced at a environmentally well-known 
factory .69

․Clothing dyed with natural dyestuff .57

Second-hand
clothing

․The second-hand clothing .84

1.53 13.88%
(31.87%)

α=.72
(M=2.29)

․Exchange my second-hand clothing .84

․Attend the second-hand clothing compensate program 
at a fashion brand store .62

Clothing made 
with functional 

material

․Clothing made with heat tex in winter .77

1.42 11.18%
(43.05%)

α=.72
(M=3.33)

․Clothing made with coolmax in winter .74

․Synthetic fur or leather clothing instead of natural 
leather or fur coats .51

Rent clothing

․Children's formal wear because of their quick physical 
development .84

1.21 10.65%
(53.70%)

α=.71
(M=3.35)․Traditional Korean costume because of it's low 

wearing frequency .83

Classic style
․Avoid very fashionable style because of it's short 

fashion cycle .85
1.10 10.34%

(64.04%)
α=.69

(M=3.57)
․Clothing style with high wearing frequency .75

거나 의류 대여를 많이 했으나, 중고 의류를 구매

하거나 교환하는 수준은 낮았다. 즉, 주부들은 중고 

의류를 자주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는 Hur(2007), Yoo 
and Ahn(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and 
Kim(2013)은 경제적 불황이나 빈티지 패션의 유행

에 힘입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 의류

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중고 의류에 대한 

인식이 중고 의류를 구입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보

다 높은 편이나, 중고 의류에 대해 품질, 위생, 유행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가격대의 

패스트 패션이 범람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중고 의

류를 구입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

하였다. Hur(2007)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류

를 대여하는 정도가 낮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대여

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요인보

다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지난 6~7년 사이에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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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외출복, 명품 가방 등을 중심으로 한 의

류 대여사업이 크게 성장했으며, 의류 대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을 측정하는 설문문항

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차 요인

분석에서 총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나, ‘중고 의

류를 이웃이나 친척에게 나누어 준다’는 문항의 요

인적재량이 낮아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총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나, ‘어린이의 중

고의류를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문항의 요인적

재량이 낮아 제거한 후 3차 요인분석에서 2개의 요

인을 추출하였고, 총 설명량은 61.30%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유행이 지난 의류를 다른 용도나 스타일

로 개조하거나 중고 의류 판매점에 기증하는 내용

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중고 의류 재활용’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중고 의류를 의류 분리수거

함에 넣거나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 내용의 2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분리수거’로 명명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의 

요인으로 중고 의류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추출하

였으나, Hur(2007)는 재활용, 재판매, 폐기로 분류

하였다. 지난 6~7년 사이에 환경오염의 폐해를 경

험하고 그 심각성을 의식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중고 의류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폐

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부들의 중고 

<Table 3> Factors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disposal behavior

Factor
name Statem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Reliability
(Mean)

Recycling

․Attend a compensate program with the second-hand clothing to 
get milages when brand store manage that program .76

3.52 38.70% α=.83
(M=2.30)

․Manipulate old fashioned clothing into a new style .76

․Exchange my second-hand clothing with other second-hand 
clothing at the second-hand clothing retailers .75

․Manipulate my second-hand clothing into home fashions .74

․Donate my second-hand clothing to the second-hand clothing 
retailers .69

․Manipulate my second-hand clothing into home fashions and 
donate to a bazaar. .60

Separate
collection

․Don't throw my second-hand clothing into a waste box .84
1.38 22.59%

(61.29%)
α=.70

(M=4.08)․Dispose the second-hand clothing into a separate collection box .83

의류 분리수거행동은 평균 4.08로 재활용행동보다 

훨씬 더 높았다. 즉, 주부들은 중고 의류를 재활용

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중고 의류를 

분리수거함에 처분하고 있었다. 

2. Segmen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ro- 
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주부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의 중앙값을 기준

으로 주부들을 유형화하는 중앙값 기준 집단분류

법(Median-split method)을 적용하였다. 건강의식의 

중앙값(Median=3.44)과 환경의식의 중앙값(Median= 
3.56)을 기준으로 주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중앙값보다 높

은 ‘로하스집단’, 건강의식이 중앙값보다 높으나 환

경의식은 중앙값보다 낮은 ‘웰빙집단’, 환경의식은 

중앙값보다 높으나 건강의식은 중앙값보다 낮은 

‘환경의식집단’,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모두 중앙

값보다 낮은 ‘무관심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 

4집단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대하여 분산분석

을 한 결과, 4집단 사이에는 유의차가 있었다. 로하

스집단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의 평균은 다른 집

단보다 가장 높았고, 무의식집단의 건강의식과 환

경의식의 평균은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았다. 주부

들의 36.4%가 로하스집단에 소속되어 로하스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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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gmentation of subjects                                                                    Mean

Group
Variable

LOHAS 
group

Environment
conscious group

Unconscious
group

Wellbeing
group F

Health consciousness 3.84 A 3.08 B 2.89 B 3.75 A 174.35***

Environment consciousness 3.91 A 3.78 B 3.10 D 3.23 C 156.15***

Number of subject 
Frequency(%)

112
(36.4)

53
(17.2)

86
(27.9)

57
(18.5)

308
(100.0)

***P<.001
P.S.: Alphabet is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egression Test(A>B>C>D)

크기가 가장 컸으며, 27.9%는 무관심집단, 18.5%는 
웰빙집단, 17.2%는 환경의식집단에 소속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나이, 직업 유무, 학력, 월수

입, 월 의복비 지출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따라 유형화된 주부

집단의 직업 유무, 학력, 월수입, 월 의복비 지출에

서 유의차가 없었으나, 나이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

났다. 즉, 로하스집단과 환경의식집단에는 50대 주

부들이 많았으나, 무관심집단에는 30~40대 주부들

이 많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의식과 환경의식

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와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egmented groups                       Observed frequency(Percentages)

Group
Variables

LOHAS 
group

Environment
conscious group

Unconscious
group

Wellbeing
group χ2

Age

30~39 years old 22(21.4) 19(19.4) 38(36.9) 24(19.1)

30.44***40~49 years old 39(39.0) 11(11.0) 35(35.0) 15(15.0)

50~59 years old 51(48.6) 23(21.9) 13(12.4) 18(17.1)

Employment
status

Employed 47(37.0) 21(16.5) 33(26.0) 26(20.5)
  .82

Unemployed 65(35.9) 32(17.7) 53(29.3) 31(17.1)

Education
Less than 12 years 33(37.5) 12(13.6) 27(30.7) 16(18.2)

 1.30
Over than 12 years 79(35.9) 41(18.6) 59(26.8) 41(18.6)

Monthly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4 53(37.1) 23(16.1) 42(29.4) 25(17.5)

 4.26Over 4~Less than 6 36(32.7) 24(21.8) 30(27.3) 20(18.2)

Over 6 23(41.8)  6(10.9) 14(25.5) 12(21.8)

Monthly clothing
expenditure

(Thousand won)

Less than 100 51(35.7) 26(18.2) 45(31.5) 21(14.7)

11.78
Over 100~Less than 200 35(32.1) 18(16.5) 32(29.4) 24(22.0)

Over 200~Less than 300 15(50.0)  7(23.3)  3(10.0)  5( 5.6)

Over 300 11(42.3)  2( 7.7)  6(23.1)  7(26.9)

***P<.001

같이 최근 들어 경제가 급성장한 국가의 경우, 가
난과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한 나이가 많

은 기성세대들이 친환경적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Kim, 2007; Bak & Hur, 2010)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환경친화적 의류구매행동의 

요인 중 의복 대여는 유형화된 집단 사이에서 유의

차가 없었는데, 이는 의복을 대여하는 가장 큰 이

유는 경제성이기 때문에(Hur, 2007)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었다.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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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mong segmented groups           Mean

Group
Purchase

LOHAS
group

Environment
conscious group

Unconscious
group

Wellbeing
group F

Clothing made with organic or 
natural material 3.30 A 3.07 B 2.45 D 2.70 C 40.41***

The second-hand clothing 2.52 A 2.43 AB 1.99 C 2.18 BC  7.22***

Clothing made with functional 
material 3.49 A 3.42 AB 3.12 C 3.25 BC  7.45***

Rent clothing 3.47 3.34 3.26 3.23  1.76

Classic style 3.78 A 3.65 A 3.37 B 3.40 B  9.79***

***P<.001
P.S.: Alphabet is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egression Test(A>B>C>D) 

중고 의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타

일 의류 구매행동은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다. 즉, 
로하스집단은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나 중고의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나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를 많이 구매했고, 환경의식집단은 

중고의류와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또는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를 많이 구매했다. 그러나 무관심집

단은 환경친화적 의류를 구매하는 정도가 가장 낮

았고, 웰빙집단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은 중

간 수준이었다.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의 

환경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중고 의류 분리 수거행동은 

유형화된 집단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중고 의류를 분리수거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었다. 로하스집단, 환경

의식집단, 웰빙집단은 중고 의류 재활용 행동을 수

행하는 정도가 높으나, 무관심집단은 중고 의류 재

활용행동을 잘 수행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로하스집단과 환경의식집단의 주부

<Table 7> Differences of pro-environmental clothing disposal behavior among  segmented groups             Mean

Group
Disposal

LOHAS 
group

Environment
conscious group

Unconscious
group

Wellbeing
group F

Recycle 2.43 A 2.50 A 2.01 B 2.29 A 9.62***

Separate collection 4.04 4.13 4.07 4.11  .31

***P<.001
P.S.: Alphabet is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egression Test(A>B>C>D)

들은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중고 의

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타일의 의

류를 많이 구입했고, 중고 의류 재활용 수준은 전

반적으로 낮으나, 무관심집단보다는 높았다.  

3. Effect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con-
sciousness on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을 종속변인으

로 설정하고,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주부들의 환경의식은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구매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61), 
그 설명력은 42%였다. 즉, 주부들은 환경의식이 높

을수록 유기농이나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를 많이 

구입했다. 주부들의 건강의식(β=.15)과 환경의식

(β=.26)은 중고 의류구매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

으며, 주부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은 중고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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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행동의 12%를 설명했다. 즉, 주부들은 건강의

식과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중고 의류를 더 많이 구

입했으며, 환경의식의 영향력이 건강의식보다 더 

높았다. 주부들의 환경의식은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구매행동(β=.36)과 클래식 스타일 의 의류 구

매행동(β=.34)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의식

은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구매행동을 14% 설명

했고,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 구매행동을 12% 설명

했다. 즉, 주부들은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기능성 소

재로 만든 의류나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를 더 많이 

구입했다. 그러나 주부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은 

의류 대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의류 대여는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었다. 주부들의 건강

의식(β=.24)과 환경의식(β=.28)은 환경친화적 의

류 착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건강의식과 환

경의식은 환경친화적 의류착용행동의 20%를 설명

했다. 즉, 주부들은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높을수

록 환경친화적 의류 착용행동을 잘 수행했으며, 환
경의식의 영향력이 건강의식보다 더 높았다. 주부

들의 건강의식(β=.18)과 환경의식(β=.39)은 환경

친화적 의류 관리행동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은 환경친화적 의류 관리행동

의 24%를 설명했다. 즉, 주부들은 건강의식과 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의류 관리행동을 잘 

수행했으며, 환경의식의 영향이 건강의식의 영향보

다 더 높았다. 주부들의 건강의식(β=.14)과 환경의

식(β=.27)은 중고 의류 재활용행동에 정적 영향을 

<Table 8> Effect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pro-environmental clothing purchasing and disposal 
behavior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ealth 
consciousness

Environment 
consciousness R2

β t β t

Purchasing

Clothing made with organic or natural material   .08   1.58 .61 12.49*** .42

The second-hand clothing   .15   2.44* .26  4.33*** .12

Clothing made with functional material   .04    .73 .36  6.07*** .14

Rent clothing   .05    .82 .08  1.32 .01

Classic style   .01    .19 .34  5.72*** .12

Disposal
Recycle   .14   2.33* .27  4.45*** .12

Separate collection －.10 －1.56 .03   .44 .00

미쳤고,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은 중고 의류 재활용

행동의 12%를 설명했다. 즉, 주부들은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중고 의류 재활용행동을 더 

많이 수행했으며, 환경의식이 영향력이 건강의식보

다 더 높았다. 그러나 주부들의 건강의식과 환경의

식은 중고 의류 분리수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데, 이는 중고 의류 분리수거는 우리 생

활에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추측되었다. 
이상과 같이 주부들은 건강의식이 높을수록 중

고 의류 구매, 환경친화적 의류 착용 및 관리행동

을 잘 수행했다. 주부들은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유

기농이나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중고 의류, 기능

성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타일 의류를 많이 

구입했고, 중고 의류 재활용행동도 잘 수행했으며, 
이 결과는 Fraj and Martinez(2006)과 Kim and Seock 
(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V.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착용행동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후 각 

가정에서 가족의 의생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주

부를 대상으로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 및 착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주부들이 가정에서 일상적인 의생활을 통하여 그

린 환경을 창출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의류 생산업

체의 상품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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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들의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행동의 요인은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 의류, 중고 의류, 기능성 소재 의류, 의류 

대여, 클래식 스타일 의류 구매가 추출되었고, 환경

친화적 의류 처분행동의 요인은 중고 의류 재활용

과 분리수거가 추출되었다. 둘째, 주부들은 건강의

식과 환경의식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로하스집단, 
환경의식집단, 무관심집단, 웰빙집단으로 유형화되

었고, 로하스집단과 환경의식집단에는 나이가 많은 

주부들이 많았고, 중고 의류나 유기농 또는 천연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를 많이 구입했고, 중고의류의 재

활용하는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젊은 주부들로 구

성된 웰빙집단과 무관심집단은 환경친화적 의류 구

매나 처분행동 수준이 낮았다. 셋째, 주부들은 건강

의식이 높을수록 중고 의류를 많이 구매했고, 환경

의식이 높을수록 유기농이나 천연 소재로 만든 의

류, 중고 의류, 기능성 소재로 만든 의류, 클래식 스

타일 의류를 많이 구입했으며, 중고 의류 재활용행

동도 잘 수행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

은 주부들은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이 낮은 무관심

집단에 소속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풍요로움과 쉽

게 사서 몇 번 입고 버리는 패션 문화에 익숙한 젊

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의식과 환경의식을 높

일 수 있는 평생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의류 구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천

해야 할 환경친화적 행동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기농이나 천연 소재 또는 기능성 소재의 친

환경성, 중고의류 재활용에 대한 교육 또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의류 생산

업체에서는 로하스집단과 환경의식집단에 속한 나

이든 주부들을 표적으로 유기농이나 천연 소재 또

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를 기

획하거나 중고의류를 재활용하여 클래식 스타일의 

의류를 제작하여 마케팅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 환경친화적 의류 구매와 처분행동에 관심이 낮

은 무관심집단과 웰빙집단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들

은 중고 의류를 분리수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의

류를 착용하고 환경친화적 스타일의 의류를 구입

하는 행동을 잘 수행했으나, 중고 의류를 구입하거

나 교환해서 착용하거나 재활용하지 못하므로 주

부들을 대상으로 중고 의류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할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다른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젊

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환경의식을 강화시

키고, 중고의류를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회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

램이나 워크샵 과정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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