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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wth of cheap, industrial, mass-production—so-called “fast fashion”—has led 
to dramatic increases in levels of consumption. Inexpensive products tend to foster 
un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s, which negatively impact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pressure to obtain goods at lower and lower prices; this, in turn, has the 
competitive effect of decreasing wag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ept of socially 
responsible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fashion products.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 concerns were employed as major variable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males and females, between the ages of 10 and 50. Demographic differences were 
found in SR consciousness. For example, participants in their 10s, 40s, and 50s had 
higher levels of SR consciousnes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In addition, 
consumers’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 concerns had varying effects on 
the criteria they used to select clothing. Product category type was also an influential 
factor. Moreover, the analysis showed that SR consciousness was less important in 
the apparel industry than in the food sector. The study also found an attitude-behavior 
link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SR consciousness. The link was stronger for 
environmental concerns than for labor issue concern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current customers’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SR con-
sciousness. 

Keywords: socially responsible concern(사회책임 의식), environmental consciousness
(환경문제 의식), labor issue consciousness(노동문제 의식), attitude- 
behavior link(태도-행동 관계)

I. Introduction

패션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상

품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 이기적인 소비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아
름다움이 선택의 주요 요소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로 인해 쉽게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이 강세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사회의식적, 윤리적 패션제품은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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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면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을 수 

있다(Fletcher, 2010). 공정무역, 착한 소비, 윤리적 소

비와 같은 주제를 패션소비와 결부하려는 노력은 그

동안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패션산업이 근본

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제품수명과 대중성을 

위한 저가지향을 만족시키다 보면, 노동문제와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다른 산업에서 윤리가 

소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반면(Bray, Johns, & 
Kilburn, 2011), 패션소비에서 이와 같은 성향이 행동

으로 이어지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윤리적 측면으로 환경문제와 함께 의식적인 소비

자가 신경 쓰는 분야로는 노동문제가 있다. 패션산업

은 생산과정이 매우 노동집약적이어서 노동자의 인

권, 아동노동, 노동착취공장 등의 이슈의 중심에 있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미디어의 집중적 관심으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윤리

강령 등 노동문제 방지 움직임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했으며, 패션산업

의 글로벌화와 함께 공정무역, 공급사슬 내의 윤리문

제 같은 주제들로 연구가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패션기업의 사회 책임적 의사결정 수준, 전략, 성과와 

관련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e.g., Joergens, 2006). 
이러한 윤리 또는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과거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을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에 있어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e.g., Vermeir & Verbeke, 2006).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책임 분야와 패션산업을 결부

시켜 본다면, 이와 같이 환경문제부분과 노동문제 측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의류학 분야에서 최근 소비자의 

사회 책임적이고 의식적인 구매행동의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

비자의 사회책임 의식과 이와 관련된 구매행동에 대

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Background

1. Social responsibility concern

사회 책임적 소비(SR 소비)란, 개인이 소비생활

을 하게 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구매의사결정이

다(Webb, Mohr, & Harris, 2008). 생활 속의 여러 제

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이익과 환

경문제를 의식하여 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Barnett(2007)는 
SR소비를 윤리적 소비의 일부로 보고 소비를 통제하

는 사회적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Matten, Crane, 
and Chapple(2003)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

에 부합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윤리적 신념

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SR의 개념을 보면 먼저 동물

복지를 포함한 환경문제 의식적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친화적(pro-environment), 생태적 관

심(ecologically concern), 사회의식적(socially conscious), 
환경의식적(environmentally conscious), 녹색(green) 
등의 유사개념 하에 이루어져 왔다. Antil(1984)은 SR 
의식적 소비자는 환경 또는 자원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소비 행동에 반영시킨다고 하였다. 소비와 관

련된 의사결정의 결과와 환경과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

비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들은 개인의 이익

보다는 자연과 환경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

시한다(Butler & Francis, 1997). 적극적인 소비로 이

어진다면 생활용품을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

극적인 실천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산업에서는 특성상 생산과정의 여러 가지 단

계에서의 처리문제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이슈화되

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동물보호 운동 등과 더불어 

모피나 가죽의 사용 역시 빈번하게 이슈화되는 영역

이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공업화와 과학기술 발달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급속히 진전된 산업

화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대량유통의 체제

를 촉진시켰다(Cohen, 2004). 또한 제품의 사용주기

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 특히 패스트패션 현상이 보편

화되면서 사용의 양이 증가되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

다(e.g., Joergens, 2006). 대표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

생되는 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용과정

에서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세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용 후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

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Kwon & Lee, 2018).
환경문제 의식적 소비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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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환경 의식적 소비자는 사

회계층과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D’Souza, 
Taghian, Lamb, & Peretiatko, 2007). Minton and Rose 
(1997)는 환경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 실제적인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재활용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Rhee, 
Yeo, Min, and Yang(1996)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구매의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기혼 소비자일

수록, 고학력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격 수용의도

가 높다고 하였다. Chang(2004)은 학력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적 소비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패션산업은 산업혁명 이후에도 노동 집약적 

속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노동문제와 연관되고 

있다(Choi & Lee, 2009). 타 산업분야의 경우 기술의 

발전과 산업 규모의 성장 등을 통해 노동문제 역시 함께 
개선되는 과정을 겪지만, 패션산업의 경우에는 아직

까지도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

기 때문에 노동이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Smestad, 
2009). 테크놀로지의 접목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산업

에서 창의성 중심으로 변모되어 왔으나 아직도 초기

부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문제는 아직도 

패션산업에 있어서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인 것이다. 
패스트패션 현상으로 점점 낮아지는 제조원가를 구현

하다 보니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부분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패스트패션과 지

속가능성의 공존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어오

고 있으며(Jang, Ko, Chun, & Lee, 2012), 특히 연구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노동으로 만들어진 패

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Rudell, 2006).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

고 공정하게 가격을 지불하자는 공정무역이라는 개념 

역시 여러 연구에서 다뤄져 왔다(e.g., Garcia- De los 
Salmones & Perez, 2019). 글로벌화의 의존도가 점차 높

아지고 있는 패션산업에서 공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

는 기업의 책임의식을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e.g., 
Pookulangara & Shephard, 2013). 실제 소비행동으로 

이어지는가를 보다 다각적이고 맥락적인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기도 하다. 패션제품의 소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연구에서 환경문제 의식에 대한 연구보다 노동문

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 SR conscious behavior

사회적 책임 의식(이하 SR 의식)이 소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에서 일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태도란, 어떠한 대상물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Fishbein & Ajzen, 1975). 
많은 연구에서 태도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은 태

도가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측면 때문이

다. 개인이 어떠한 것 혹은 어떠한 경험에 대하여 긍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호도를 가지게 되면 그 태도

의 방향성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따라서 소비자 마음속에 형성된 태도는 행동의 예

측 변인이다(Judge, Warren-Myers, & Paladino, 2019).
한편, 태도와 행동의 관계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강화되거나 또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태도가 행동

에 대해 완벽하게 예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되

기도 한다(Fishbein & Ajzen, 1975). SR과 연결된 소

비행동은 다분히 규범과 연결되며 사회적 압력도 강

한 소비영역이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의 일치성에 대

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Mainieri, Barnett, Valdero, 
Unipan, and Oskamp(1997)는 녹색구매(green buying)
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태도와 행동의 관계가 있더라

도 그 강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Schäufele, Pashkova, & Hamm, 2018).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적 태도가 소

비자의 적극적 행동 즉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 의식적인 태

도로 앞서 언급한 환경문제 의식과 노동문제 의식을 

두 가지 주요한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문제 

의식이란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환경문제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여 관심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재활용이나 제품구

매에 의식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노
동문제 의식이란 패션산업 생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인 글로벌제조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

지 공정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지각이며 역시 결국 소

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거래제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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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소비

자가 자신의 이익을 일정 부분 희생하고 환경을 위하

여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

극적인 소비 혹은 구매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SR
의식적 소비자특성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된다.

Ⅲ. Method

1. Research question

연구문제 1. 의류소비자의 SR의식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SR 의식적 의류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알아본다.

2. Measures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

였다. 먼저 사회적 책임 의식(SR 의식) 중 환경문제 

의식과 노동문제 의식에 대한 개별문항을 측정하기 

전에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먼저 제시하

여 보다 명료하게 개념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패션산업의 환경문제란,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용과정에서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세제 사용으로 인

한 환경오염, 사용 후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

기나 유해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이외

에 동물학대, 자원고갈, 운송 등의 환경문제도 포

함된다.
패션산업의 노동문제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어린이 노동착취, 스웻샵(sweatshop) 등과 같

이 제품생산의 분업화와 신속화로 생겨나게 된 여

러 가지 노동문제를 말한다.

환경문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Chang, 
2004, Kim & Lee, 2011)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의

류소비 의식을 나타내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류소비행동에서 환경을 얼마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응답자들에게 평가하게 하

였으며, ‘의복 구입 시,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비싸더라도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구입한

다’,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무해한 의류 제품을 구

입한다’, ‘한 철 입을 옷을 여러 벌 산다는 것은 환경

문제를 생각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의류를 구매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노동문제 의식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ickson 

(2001) 및 Rudell(200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

회적 기업에 대한 지각 의식을 나타내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류 제조산업

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아동 노동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를 금지

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책임 없게 행동하는 기

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회적 책

임이 있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의류에는 소비자에

게 알리는 상표가 붙어있으면 한다’의 문항이다.
SR의식의 하부요인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환경문

제 의식과 노동문제 의식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두 하부요인의 문항들을 섞어서 

요인분석한 결과, 두 요인으로 추출되어 타당도가 확

인되었으며,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Cronbach
의 α값은 각각 .82, 그리고 .78으로 적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후의 분석에는 각 하부요인별로 문항평균

을 사용하였으며, 중앙값 반분법을 사용하여 환경문

제 의식 고집단/저집단, 노동문제 의식 고집단/저집단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외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

류제품 쇼핑 시 중요시하는 속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류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환경 및 건강에 미

치는 영향, 의류 제품의 노동문제 세가지를 7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의 <Table 1>에는 이와 같

은 타당도 검정의 결과를 집단크기 및 유의성 검증 결

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두 집단 모두 SR의식, 환경의

식, 노동문제 의식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경문제 의식집단에서는 환경의식에 보다 강한 차이

가, 노동문제 의식 집단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속성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의복 구매 시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

회책임, 노동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변인에 대한 

속성중요도가 평가되도록 하였다. 포함된 개별 속성

들은, 디자인/색상/스타일, 브랜드, 가격, 소재,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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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보관/관리 편이성이다.
SR 의류제품에 대한 추가가격 지불의도를 연구에 

포함하였는데, Dickson(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2만

원 가치의 의류제품에 SR제품이라면 1천원 더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

용된 문항은, ‘당신은 2만원짜리의 의류가 환경친화

적이라면 1천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신

은 2만원짜리의 의류가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제조되

었다면 1천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이다.
의류제품의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의류, 속옷류, 유아동복류, 신발, 액세서리류, 그리고 

기타의 여섯 항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제품

유형에 가장 환경문제 의식적인 혹은 노동문제 의식

적인 소비를 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Responden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실증적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서울 경기지역

에 거주하는 남녀 소비자를 대항으로 하였다. 10대부

터 50대의 각 연령대 별로 남녀 50명 내외로 응답자 

구성을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병행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 시

에는 IP 주소와 쿠키를 적용하여 중복응답을 방지하

였다. 총 621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중 성별에서는 여자가 53%, 남자 46%로 나

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2.9세이고, 응
답자 중 10대가 18.8%, 20대가 28.2%, 30대가 21.3%, 
40대가 16.6%, 50대가 15.1%로써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보이고 있었으며,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조금 많

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34%였고, 기혼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자녀에 관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

펴보면, 자녀 수가 1명인 응답자가 21.8%, 2명인 응답

자가 56.4%였다. 기혼자들 중에서도 15.6%(n=33)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75.9% 정도로 대부분이었다. 

평균 의복비를 알아본 결과, 10~20만원 미만이 34.7%
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

로는 10만원 미만 26.6%, 20~30만원 미만 19.1%의 순
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이 66.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Ⅳ. Results

1. Factor influencing SR perception of clothing 

consumer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월수입에 따라 의류제품의 SR의식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았다(Table 2). 먼저 학력에 따른 차이

<Table 1> External validity: Environmental conscious groups and labor issue conscious group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abor issue consciousness
High

(n=300)
Low

(n=233) t High
(n=274)

Low
(n=218) t

Corporate SR 5.27 3.85 13.60*** 5.16 4.05  9.64***

Environmental influence 5.61 4.09 14.67*** 5.43 4.36  9.13***

Labor issue of clothing production 5.12 3.89 11.54*** 5.13 3.88 11.12***

*** p<.001

<Table 2> Influence of gender, marital status, child on SR perception

Gender Marital status Child
Male

(n=289)
Female
(n=331) t Unmarried

(n=400)
Married
(n=215) t With

(n=177)
Without
(n=443) t

Environmental concern 3.08 3.09  .04 2.95 3.32 ‒6.02*** 3.36 2.97 5.76**

Labor issue concern 3.98 4.11 ‒2.66** 4.04 4.06 ‒.49 4.05 4.05 .07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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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의 차이는 환경문

제 의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노동문제 의식에서

는 유의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의류제품에 있어서

의 노동문제 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2.66, p<.001). 
결혼 여부의 차이는 노동문제 의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문제 의식에서만 나타났는데, 기혼자의 

경우 환경문제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t=6.02, p<.001).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의 유무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환

경문제 의식의 수준이 높았다(t=5.76, p<.001).
연령대에 의한 차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

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연령대에 의한 차이는 노동문제 의식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류제품의 생산

과 소비과정에서 노동자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는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보면 환경문제 의식보다 노동문제 의식의 수

준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게 나타나, 노동문제 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환경문

제 의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66, 

p<.001), 50대와 40대, 10대의 의식 지각 정도가 20대

와 30대의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0대와 50대

의 경우는 다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도 하고 자

녀세대의 환경에 대한 걱정 등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또한 10대가 높은 것은 환경에 관한 조기교육

이 의식변화를 가져온 것 때문으로 보인다.

2. SR perception and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전체적으로 환경문제 의식 고/저의 두 집단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제품평가속성의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4). 먼저 환경문제 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 측면은 유의하게 덜 중요시 

생각하며(t=3.49, p<.001), 소재를 중요하게 보며(t= 
5.40, p<.001), 브랜드를 중요시 생각(t=2.60, p<.05)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의 편리성 역시 중요하

게 생각(t=7.44, p<.001)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소비와 

연관된 측면으로도 보인다. 한편, 가격과 유행성은 두 

집단간에 중요시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

았다.
노동문제 의식 역시 전체적으로 두 집단간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문제 의식과는 다르게 디자

인의 경우 노동의식이 높은 집단이 디자인 속성을 더

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t=4.90, p<.001). 
환경문제 의식적인 소비자가 디자인을 덜 생각하는 

반면, 노동문제 의식적 소비자는 디자인을 더 중요하

게 여기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산과 노동과의 관계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격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측면과도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t= 
3.55, p<.001). 소재와 관리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노동

문제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더욱 관심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3.41, t=4.31, p<.001).
<Table 4>의 결과 중에서 환경문제 고의식 집단과 

노동문제 고의식 집단을 다음의 <Fig. 1>에서 그래프

로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 모두 디자인

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유행성 부분은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문제 

고의식 집단은 디자인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

면, 환경의식 고의식 집단은 상대적으로 디자인 중시 

경향이 낮다. 소재,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브랜드 등

의 기준에 있어서는 환경문제 고의식 집단의 중요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격과 유행성의 경우에는 

환경문제 고의식 집단과 노동문제 고의식 집단 사이

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Influence of age on SR perception

10s
(n=117)

20s
(n=175)

30s
(n=132)

40s
(n=103)

50s
(n=93) F

Environmental concern 3.33a

Ab
2.79

B
2.75

B
3.38

A
3.47

A 29.89**

Labor issue concern 4.02 4.10 3.95 4.11 4.06 1.52

** p<.01
a 5-point Likert scale mean, b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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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R perception and clothing product category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환경문제 혹은 

노동문제를 가장 많이 의식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선

택하도록 하였다(Table 5). 실증연구 결과, 일반의류

제품군과 신발제품군 그리고 악세서리류 등 주요 의

류제품 군에서 노동문제 의식의 경향이 높았다. 한편, 
인체와 인접하며 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내의류와 아

동복의 경우 환경문제를 보다 의식하는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5>의 내용 중 환경문제 의식적인 구매와 관

련된 내용을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본 내용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속옷의 경우에는 50대의 환

경문제 의식적 소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

의 경우에는 30~50개의 환경문제 의식적 소비가 높

다. 한편, 신발의 경우에는 30대와 50개의 환경의식적 

소비 경향이 다소 낮았다. 액세서리의 경우 10대의 환

경의식적 소비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식적 소비를 연령대별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속옷의 경우는 10대와 40대의 경향

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복은 부모세대인 30~40
대의 노동문제 의식적 소비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신발은 50대에서 노동문제 의식적 소비경향이 

높고,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환경의식적 소비와 마찬

가지로 10대 경향이 높다. 전체적으로 연령의 차이는 

노동문제보다는 환경문제 의식과 보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SR perception and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t-tes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Labor issue consciousness

High
(n=300)

Low
(n=233) t High

(n=274)
Low

(n=218) t

Design 6.23 6.47 3.49*** 6.47 6.12 4.90***

Brand 4.98 4.70 2.60* 4.88 4.78  .93

Price 6.02 5.88 1.65 6.08 5.75 3.55***

Fabrics 5.80 5.30 5.40*** 5.69 5.35 3.41***

Fashionability 4.75 4.73  .18 4.78 4.64 1.28

Ease of use 5.53 4.78 7.44*** 5.37 4.9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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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omparison of high environmental vs labor issue conscious groups o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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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R의식적 의류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어

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선다형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Fig. 2). 응답자 중 43.7%에 달하는 
271명이 SR제품에 대한 개선점으로 적절한 가격을 

뽑았고,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3.7%인 147명이 품질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이렇듯 SR의식 기업

들은 사회 책임을 실현하며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친

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 제품과의 품질 경쟁

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며 적절한 가격대를 가지는 제

품 생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위에서는 다음이지

만 홍보의 필요성과 디자인개발의 중요성도 개선점으

로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SR 산업분야로 생활 영역을 의생활 

부분, 식생활 부분, 주생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Table 5> SR perception and clothing product category n(%)

Environmental conscious purchase Labor issue conscious purchase

General clothing 185a(30.0b) 231(37.4)

Innerwear  93(15.1)  25( 4.0)

Children’s wear 107(17.3)  40( 6.5)

Shoes  83(13.5) 163(26.4)

Accessories  57( 9.2)  74(12.0)

Etc  92(14.9)  85(13.8)

<Table 6> Environmental conscious purchase and respondents’ age n(%)

10s 20s 30s 40s 50s

General clothing 46a(39.3b) 50(28.6) 36(27.3) 25(24.8) 28(29.8)

Innerwear 17(14.5) 25(14.3) 12( 9.2) 16(15.8) 23(24.5)

Chilren’s wear 11( 9.4) 21(12.0) 28(21.1) 23(22.8) 24(25.5)

Shoes 17(14.5) 27(15.4) 14(10.8) 17(16.8)  8( 8.5)

Accessories 19(16.2) 17( 9.7) 10( 7.7) 6( 5.9)  5( 5.3)

Etc  7( 6.0) 35(20.0) 30(23.1) 14(13.9)  6( 6.4)

Total 117(100) 175(100) 130(100) 101(100) 94(100)

<Table 7> Labor issue conscious purchase and respondents’ age n(%)

10s 20s 30s 40s 50s

General clothing 48a(41.0b) 67(38.3) 41(31.1) 41(40.2) 34(36.6)

Innerwear  9( 7.7)  4( 2.3)  2( 1.5)  4( 3.9)  6( 6.5)

Chilren’s wear  8( 6.8)  7( 4.0) 16(12.2)  5( 4.9)  4( 4.3)

Shoes 29(24.8) 43(24.6) 31(23.7) 29(28.4) 31(33.0)

Accessories 19(16.2) 24(13.7) 17(13.0)  3( 2.9) 11(11.8)

Etc  4( 3.4) 30(17.1) 24(18.3) 20(19.6)  7( 7.5)

Total 117(100) 175(100) 131(100) 102(100)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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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사회적 책임산업이 활발

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순위척도로 질문하

였다(Fig. 3). 순위 계산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

산하여 본 결과, 그 결과 가중치 값이 1,619점인 식생

활 분야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비자

들은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웰빙

과 유기농 등의 산업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가중치 값이 1,056점으로 주

생활 분야로 나타났지만 3순위로 가중치 값이 988점

을 나타나고 있는 의생활 분야와 가중치 값에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노동문제나 환경문

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류분야가 SR 산업 분

야로 다소 낮게 지각되는 것은 위의 <Fig. 2>의 결과

에서의 일부 결과와 마찬가지로 홍보나 교육 등이 필

요한 부분이다. 

4. Willingness to pay more

소비자 가격이 2만원인 제품을 구매할 때, SR제품 

구매 시 1천원 더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

한 연구의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2만원짜

리 친환경 제품 구매 시 1천원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7.4%인 418명이 ‘예’라
고 응답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2만원짜리 공정한 노

동환경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1천원의 추가비용 지출

의사 역시 응답자의 58.3%인 362명이 같은 제품에 대

해 SR 제품이라면 1천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의사

가 있다고 하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추가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것은 의류시장에 있

어서 의식적인 소비자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결과이

다. 단, 친환경제품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의 경향이 

(노동문제 고려한) 공정무역제품의 추가비용 지불 경

향보다 높았다.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8>에 표시된 내용 중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하여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418명 그리고 

(노동문제가 없는) 공정무역 의류제품에 추가가격을 

<Fig. 2> How to make SR clothing product better: 
Respondents perception

<Fig. 3> SR industry area: Respondents perception

<Table 8> Willingness to pay more 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Fair labor product

Willing to pay more 418(67.4) 362(58.3)

Not willing to pay more 101(16.3) 130(20.9)

N/A 101(16.3) 129(20.8)

Total 601(100) 6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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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362명을 각각 환경문제 

의식 집단, 노동문제 의식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Table 9). 결과, 환경문제 의식 높은 집단보다, 노동

문제 의식이 높은 집단이 친환경제품 혹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추가가격 지불의사가 높았다. 즉, 태도와 

행동의 일치도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문제 의식성이 

보다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

무역 제품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추가가격의

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노동의식성이 전체적인 

SR 제품의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Ⅴ. Conclusion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산

업으로 주목받아온 패션산업은 최근 패스트패션 현상

과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부각됨에 따라 학계

와 업계 모두에서 그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사회적책임(SR)의식과 관련

시켰으며, 이를 환경문제 의식과 노동문제 의식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고, 두 가지 문제의식에 따

라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설
문조사 분석에 근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SR 의식 차이를 검정한 

결과, 환경문제 의식에 관해서는 유의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문제 의식에서는 여성이 남성

이 높았다.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이 미혼이

며 자녀가 없는 소비자들보다 환경문제 의식이 높았

다. 노동문제 의식에서는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환경문제 의식에서 각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0대, 40대, 50대의 의식

정도가 20대와 30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SR의

식 점수에 따라 SR의식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의류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속

성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 의식 집단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제품속

성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 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 소재, 관
리의 편리성, 브랜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가격과 유행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문제 의식이 높은 집단

은 의류제품 구매 시 디자인과 관리의 편리성, 가격, 
소재를 유의하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

드와 유행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소비자가 어떠한 유형의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SR

의식을 고려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의류제품군과 

신발제품군 그리고 액세서리류 등 주요 의류제품 군

에서 노동문제 의식의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인체와 

인접하며 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내의류와 아동복의 

경우 환경문제를 보다 의식하는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제품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생

각하는 SR의류제품의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

다. 그 결과,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SR제품에 대한 개

선점으로 적절한 가격을 주요 영역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품질향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다시 한번 확

인되는 대목이다.

<Table 9> Attitude and behavior consistency n(%)

Willing to pay more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n=418)

Willing to pay more for 
fair labor product

(n=362)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igh 238(56.9) 206(56.9)

Low 180(43.1) 156(43.1)

Labor issue 
consciousness

High 353(89.8) 314(91.8)

Low  40(10.2)  28( 8.2)



Vol. 27, No. 2 김은혜․이규혜 111

－ 191 －

응답자의 사회적 책임 산업 중 의식주 영역에 대하

여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본 결과, SR산업으로 인식하

는 분야로는 식생활분야 산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

다. 다음으로 주생활분야 그리고 의생활분야라고 응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생활분야의 사회적 책임의

식 실천 정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는 낮은 것

으로 보인다.
의식적인 소비자가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한다면 

SR제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R패션제품에 추가가격지

불의사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상당수의 응답자가 추

가가격지불의사를 밝혔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친
환경제품에 대한 추가가격지불의사를 가진 경우가 공

정노동제품에 대한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태도와 행

동의 일치도 측면을 살펴본 결과, 노동문제 의식성이 

보다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

무역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추가가격

의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노동의식성이 전체적

인 SR 제품의 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성별과 연령 등의 인구통

계적 특성의 차이는 이후 시장전략을 구사하는 마케

터에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다. 의류제품의 

유형의 차이, 특히 환경문제 의식과 노동문제 의식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부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여

야 할 것이다. SR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의생활 영역

에 대한 중요성이 식생활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향후 홍보나 교육 등의 활동이 중요함을 의미한

다.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행동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

가 확인되었으나 환경문제 의식에 있어서 이 관계가 

강한 반면 노동문제 의식에 있어서는 관계가 약했던 

점 역시 학문적, 산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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